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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표적인 수면장애로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가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수면장애 측정과 진단만 이루어지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멀티센서를 기반으로 한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파악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반

으로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시스템의 결과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하였다.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수면 장애 요인 값을 변화시키며 추론 결과의 정확도를 테스트 한 결과 제안한 수면

장애 개선 시스템이 정확하게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presentative sleep disorders represent sleep apnea and snoring. Although researches to diagnose sleep disorders 
as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are going on, the original researches only diagnose and measure sleep disorders but 
ones to find out the reasons are not activated much. Therefore, to reinforce this, this paper suggests sleep disorder 
improvement system based on multi-sensor. To design th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the entire system's structure 
was found and data's flow was planned. To ensure that the system works, mobile application and user interface was 
built based on Android. To test the results on accuracy of sleep disorders improvement system based on ontology using 
multi sensor built and planned in this paper, a scenario was written. As a result of testing inference results' accuracy 
changing factor values of sleep disorders following test scenario, proposed sleep disorders improvement system's 
accuracy was checked. 

키워드 :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수면장애, 온톨로지

Key word : Sleep apnea, Snoring, Sleep Disorders,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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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IT의 발전과 함께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u-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u-헬스케어는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인체 활동의 제한 없이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

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체의 기능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수면장애로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가 있

다. 코골이는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코골이 환자의 약 

46 72%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보인다[1][2]. 한
국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빈도 역시 40 69세 연령

군의 17 27%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3]. 이러한 코

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4].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의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

원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면 다원 검사는 비용도 

고액이 소요되며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검사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장소적 제약, 하루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수반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면장애 

측정 및 진단뿐만 아니라 장애의 요인을 분석하여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멀티센서를 이용한 수면장애 개선 시

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센서인 비트컴퓨

터의 드림슬립v1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면 시 무

호흡 횟수, 무호흡 시간, 코골이 횟수, 코골이 시간, 코
골이 강도 데이터를 습득한다. 이렇게 습득한 데이터들

을 이용하여 전처리부에서 등급화 후 추론부에서 요인

분석을 한다. 추론 결과는 무호흡 및 코골이가 어떤 요

인에 의해 정도가 악화되고 개선되는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댁내 수면 환경을 변화하는 등의 사용자의 의

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관련연구

2.1. 수면

수면은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로 신체의 기능을 회복

시키고 에너지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5]

으로 적절한 자극에 의해 깨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무

의식 상태이다[6]. 수면방해 또는 비 회복적인 수면은 

건강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고[7]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8] 일의 사고발생률을 상

승시켜 경제적 비용도 증가시킨다[9].

2.2.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

미국수면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AASM)에서 2005년에 발간한 수면장애의 국제진단분

류 2판(ICSD 2nd)[10]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을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 수면 무호흡증 진단에 따른 종류

Table. 1 According to the kind of sleep apnea diagnosis

구 분 내 용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최소한 10초 이상의 기간 동안, 호흡진폭

(respiratory signal am-plitude)이 기저호흡진

폭(baseline amplitude)에 비하여 90% 이상 감

소된 상태가 적어도 그 기간 중 90% 이상 차

지하면서, 동시에 호흡에 대한 노력이 유지되

거나 증가되어 있는 경우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10초 이상 무호흡이 있으면서 동시에 호흡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혼합성

수면

무호흡증

10초 이상 무호흡이 지속되는 초반에는 호흡

에 대한 노력이 없는 중추성의 특징을 보이나 

후반부에는 다시 호흡노력이 증가되는 경우

코골이는 구인두나 비인두를 통해 숨을 들이쉴 때 연

구개를 비롯한 구강 및 인두부의 유연한 구조물들이 진

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리로 정의된다[11].

2.3. 온톨로지

온톨로지란 특정 영역이나 세계를 개념(즉 어휘)과 

개념 간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영역 또는 

세계는 우리가 도서관 환경에서 주로 다루는 특정 주

제 분야일 수도 있고, 특정 업무분야일수도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이론적으로는 세상 전체가 될 수도 있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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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 설계

3.1.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의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의 물리

적인 구성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장치, 
스마트 폰, 응용 서버, 추론 엔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온톨로지 저장소이다. 측정 장치는 비트컴퓨터의 드림

슬립v1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

요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개요도 

Fig. 1 The system overview

3.2.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 추론부 설계

3.2.1.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 추론부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추론부는 추론엔진

과 온톨로지 저장소로 구성된다. 트리플 번역기, 쿼리 

핸들러, 리즈너는 추론엔진에 위치한다. 트리플 번역기

는 OWL파일을 온톨로지 저장소에 빌드하거나 입력받

은 XML, TEXT, XLS 형식의 파일 등을 트리플 구조로 

바꾸어 온톨로지 저장소에 저장한다. 리즈너는 실제 추

론을 하는 모듈이다. 

그림 2. 시스템 추론부 구성도

Fig. 2 System inference Configuration

쿼리 핸들러는 SPARQL 형식으로 쿼리를 만들고 

select문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후 정보를 제

공한다. 추론부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3.2.2. 수면장애 개선 지원 시스템 온톨로지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온톨로지는 필요에 

따라 서로 imports 하여 사용되며 유기적으로 동작하

게 구성하였다. 시스템 전체 온톨로지 구성도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제안한 시스템의 온톨로지 구성도

Fig. 3 ontology configuration of Proposed System

구성도에서 Sensor 클래스는 Resource 클래스의 하

위 클래스로 Sensor 인스턴스를 갖는다. 센서로부터 측

정된 센싱값이 들어오면 ResourceInput의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Sensor의 인스턴스와 hasResourceInput 프로

퍼티로 연결이 된다. 표 2는 무호흡에 대한 현재 상황을 

도출하는 규칙이다.

표 2. 1차 추론 상황판단 규칙 – 무호흡

Table. 2 The primary reasoning situation assessment 
rules - Apnea

Name Inference Rule

ApneaIn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ApnBeforeOneWeekAvg
(?e, ?y) ^ hasApnBeforeTwoWeekAvg
(?e, ?z) ^ 
greaterThan(?z, ?y) CxtUsrApnIcs(?e)

ApneaDe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ApnBeforeOneWeekAvg
(?e, ?y) ^ hasApnBeforeTwoWeekAvg
(?e, ?z) ^ 
greaterThan(?y, ?z) CxtUsrApnD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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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표 2와 같이 1차 추론 규칙이며 장애 요인에 

대한 규칙들이다.

Name Inference Rule

Smoke
In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SmkBeforeOneWeekAvg(?e, 
?y) ^ hasSmk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z, ?y) CxtUsrSmkIcs(?e)

Smoke
De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SmkBeforeOneWeekAvg(?e, 
?y) ^ hasSmk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y, ?z) CxtUsrApnDcs(?e)

Drink
In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DrkBeforeOneWeekAvg(?e, 
?y) ^ hasDrk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z, ?y) CxtUsrDrkIcs(?e)

Drink
De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DrkBeforeOneWeekAvg(?e, 
?y) ^ hasDrk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y, ?z) CxtUsrDrkDcs(?e)

Temperature
In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TmpBeforeOneWeekAvg(?e, 
?y) ^ hasTmp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z, ?y) CxtEnvTmpIcs(?e)

Temperature
De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TmpBeforeOneWeekAvg(?e, 
?y) ^ hasTmp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y, ?z) CxtEnvTmpDcs(?e)

Humidity
In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HmdBeforeOneWeekAvg(?e, 
?y) ^ hasHmd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z, ?y) CxtEnvHmdIcs(?e)

Humidity
Decrease
Context

event:Event(?e) ^ 
hasHmdBeforeOneWeekAvg(?e, 
?y) ^ hasHmdBeforeTwoWeekAvg(?e, ?z) ^ 
greaterThan(?y, ?z) CxtEnvHmdDcs(?e)

표 3. 1차 추론 상황판단 규칙 - 장애 요인

Table. 3 The primary reasoning situation assessment 
rules - Barriers

표 4는 표 2나 표 3과 같이 도출된 상황들로부터 수

면 무호흡증에 대해 요인을 분석 하는 규칙이다.

Name Inference Rule

ApnIcsCause1
CxtUsrApnIcs(?s) ^ CxtUsrSmkIcs(?s)

drives(?s, cxtusrapnicscause1)

ApnIcsCause2
CxtUsrApnIcs(?s) ^ CxtUsrDrkIcs(?s) ^ 

drives(?s, cxtusrapnicscause2)

ApnIcsCause3
CxtUsrApnIcs(?s) ^ CxtEnvTmpIcs(?s) ^ 

drives(?s, cxtusrapnicscause3)

ApnIcsCause13
CxtUsrApnIcs(?s) ^ CxtUsrSmkIcs(?s) ^ 
CxtUsrDrkIcs(?s) ^ CxtEnvHmdIcs(?s) 

drives(?s, cxtusrapnicscause13)

ApnIcsCause14
CxtUsrApnIcs(?s) ^ CxtUsrDrkIcs(?s) ^ 
CxtEnvTmpIcs(?s) ^ CxtEnvHmdIcs(?s) 

drives(?s, cxtusrapnicscause14)

ApnIcsCause15

CxtUsrApnIcs(?s) ^ CxtUsrSmkIcs(?s) ^ 
CxtUsrDrkIcs(?s) ^ CxtEnvHmdIcs(?s) ^
CxtEnvTmpIcs(?s)
 drives(?s, cxtusrapnicscause15)

표 4. 2차 추론 요인분석 규칙 – 무호흡

Table. 4 The secondary reasoning Analysis of the rules 
- Apnea

3.3. 수면장애 개선 지원시스템 동작절차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면장애 개선 지원시스템의 

전체 동작절차는 그림 4와 같이 설계하였다. 사용자는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가속도, 온도, 
습도, 마이크로폰 센서로 구성된 측정 장치를 복부에 

착용하여 측정을 한다. 측정 된 데이터는 측정 장치에

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주

기적으로 전송이 되고 데이터는 임시적으로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에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들은 유저 인터페이스인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요청 시 제공되

며 응용서버에서는 요청에 대해 응답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얻

고 쿼리 핸들러를 통해 온톨로지 저장소에서 데이터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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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 시스템 전체 동작절차

Fig. 4 Proposed system-wide operating procedures

. 수면장애 개선 지원시스템 구현

4.1. 수면장애 개선 지원시스템 구현환경

본 논문에서 구현한 멀티센서를 이용한 온톨로지 기

반의 수면장애 개선 지원시스템의 구현 및 테스트를 위

한 구현환경은 표 5와 표 6과 같다.

구분 구성요소 내용

Server

CPU
Inter Core2 Duo E7200 
2.53GHz

MEMORY 3GB

GRAPHIC
CARD

NVIDIA GeForce 9600 GT

Smart 
Phone

(Galuxy
Note)

CPU
Qualcomm APQ8060 1.5GHz
(Dual Core)

MEMORY 1GB

GPU Adreno220

RESOLUTION 1280 x 800

OS
Android 4.0.4 
(Ice Cream Sandwich)

표 5. 구현환경 – 하드웨어

Table. 5 Implementation environment – Hardware

구분 구성요소 내용

Server
Develop 

ment

OS Windows7 Professional K 
SP1

LANGUAGE JAVA (JDK 1.7.05)

FRAMEWORK SpringFramework 3.1

WAS Apache Tomcat 7.0.29

TOOL SpringsourceToolSuite 2.9.2

DBMS Oracle 11g

Mobile 
Program
Develop 

ment

OS Windows7 Ultimate K SP1

LANGUAGE JAVA (Android API 15)

TOOL Eclipse 4.2 Juno, Android 
SDK

Inference
Develop 

ment

INFERENCE 
ENGINE JENA 2.6.5

ONTOLOGY
REPOSITORY Ontobase 2.0

ONTOLOGY
MODELING 

TOOL
TopBraid Composer

표 6. 구현환경 – 소프트웨어

Table. 6 Implementation environment – software

4.2. 수면장애 개선 지원시스템 성능평가

본 절에서는 논문에서 구현한 수면장애 개선 지원시

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상황에 따

른 수면 장애 요인 값을 변화시키며 추론 결과의 정확

도를 검증하였다.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무호흡에 대해

서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행하였다. 시나리오는 수

면 무호흡증의 요인에 대한 추론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 무호흡증의 상태

에 따른 요인 값에 변화를 주며 생성하여 테스트하였

다. 표 7의 데이터는 시나리오에 사용된 데이터의 예이

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2주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1차 추론은 각 요인의 등급을 현재부터 1주일 전까지 

값의 평균과 1주일 전부터 2주일 전까지 값의 평균을 

비교하여 현재 상황이 호전되는 상황인지 악화되는 상

황인지를 도출한다. 2차 추론은 도출된 상황들을 AND 
연산하여 특정 코멘트를 얻을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11 : 2653~2660 Nov. 2013

2658

구분 상태 요인 예상 결과 실제 결과

시나

리오 1
무호흡 

호전
흡연량 CxtUsrSmkIcs CxtUsrSmkIcs

시나

리오 2
무호흡 

호전

흡연량, 
음주량

CxtUsrSmkIcs,
CxtUsrDrkIcs

CxtUsrSmkIcs,
CxtUsrDrkIcs

시나

리오 3
무호흡 

호전

흡연량, 
음주량, 
습도

CxtUsrSmkIcs,
CxtUsrDrkIcs,
CxtEnvHmdIcs

CxtUsrSmkIcs,
CxtUsrDrkIcs,
CxtEnvHmdIcs

시나

리오 4
무호흡 

호전

흡연량, 
음주량, 
습도, 
온도

CxtUsrSmkIcs,
CxtUsrDrkIcs,

CxtEnvHmdIcs,
CxtEnvTmpIcs

CxtUsrSmkIcs,
CxtUsrDrkIcs,

CxtEnvHmdIcs,
CxtEnvTmpIcs

구분

(날짜)

무호흡 코골이 뒤
척
임
횟
수

습

도

온

도

흡

연

량

음

주

량

횟

수

시

간

횟

수

시

간

강

도

13일 전 49 19 29 48 72 60 20.7 40.5 4 3

12일 전 51 19 31 48 72 60 20.5 40.7 2 1

11일 전 49 22 40 45 72 60 26.1 39.3 3 1

10일 전 29 17 25 29 60 58 25.9 45.7 2 1

9일 전 51 19 31 48 72 65 23.6 40.8 3 6

8일 전 55 25 44 48 72 91 18.5 30.5 5 6

7일 전 62 25 44 48 68 80 18.3 30.2 5 10

6일 전 59 26 45 46 71 91 18.9 35.1 6 16

5일 전 68 27 47 50 75 111 28.4 38.1 13 7

4일 전 75 35 51 51 80 107 18.6 30.8 8 4

3일 전 81 29 72 48 79 91 18.5 30.9 4 4

2일 전 89 26 65 46 71 91 18.8 30.9 15 10

1일 전 105 27 47 50 75 101 29.5 30.7 11 11

오늘 125 35 51 51 80 70 32.6 30.2 11 12

표 7. 시나리오 입력 데이터의 예시

Table. 7 Example of scenario input data

예를 들면 현재 무호흡 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이고 이

에 대한 요인으로 음주량, 흡연량, 습도의 상태도 악화

되는 상태이면 ‘최근 음주량과 흡연량이 늘고 댁내 습

도가 낮아 무호흡이 악화되는 상태’라는 코멘트가 도출

이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호흡의 상태별로 도출

되는 조건의 요인에 변화를 주며 시나리오를 표 8과 같

이 구성하였다.

구분 상태 요인

시나리오 1 무호흡 상태 호전 흡연량

시나리오 2 무호흡 상태 호전 흡연량, 음주량

시나리오 3 무호흡 상태 호전 흡연량, 음주량, 습도

시나리오 4 무호흡 상태 호전 흡연량, 음주량, 습도, 온도

시나리오 5 무호흡 상태 악화 음주량

시나리오 6 무호흡 상태 악화 음주량, 흡연량

시나리오 7 무호흡 상태 악화 음주량, 흡연량, 습도

시나리오 8 무호흡 상태 악화 음주량, 흡연량, 습도, 온도

표 8. 시나리오별 관련 요인

Table. 8 Scenario-related factors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에 대해 각 요인의 총 개수별로 

대표되는 상황 하나씩만 추려 냈으며 무호흡의 호전, 
악화 상태에 따라 총 4개씩이다.

구분
무호흡 
상태

흡연량
상태

음주량
상태

습도
상태

온도
상태

시나리오 1 호전 호전
변화
없음

악화 악화

시나리오 2 호전 호전 호전 악화
변화
없음

시나리오 3 호전 호전 호전 호전 악화

시나리오 4 호전 호전 호전 호전 호전

시나리오 5 악화 악화 호전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시나리오 6 악화 악화 악화 호전 호전

시나리오 7 악화 악화 악화 악화
변화
없음

시나리오 8 악화 악화 악화 악화 악화

표 9. 1차 추론 후 요인별 상태

Table. 9 Inferred by the state primary factors

표 10은 1차 추론이 이루어진 후 각 요인의 상태를 

기반으로 2차 추론 시 도출되는 클래스들이다. 표 10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모든 시나리오에

서 예상했던 대로 실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

의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

하였다.

표 10. 상황 추론 테스트 결과

Table. 10 Situation reasoning test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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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태 요인 예상 결과 실제 결과

시나

리오 5
무호흡 

악화
음주량 CxtUsrDrkDcs CxtUsrDrkDcs

시나

리오 6
무호흡 

악화

음주량, 
흡연량

CxtUsrDrkDcs,
CxtUsrSmkDcs

CxtUsrDrkDcs,
CxtUsrSmkDcs

시나

리오 7
무호흡 

악화

음주량, 
흡연량, 
습도

CxtUsrDrkDcs,
CxtUsrSmkDcs,
CxtEnvHmdDcs

CxtUsrDrkDcs,
CxtUsrSmkDcs,
CxtEnvHmdDcs

시나

리오 8
무호흡 

악화

음주량, 
흡연량, 
습도, 
온도

CxtUsrDrkDcs,
CxtUsrSmkDcs,
CxtEnvHmdDcs,
CxtEnvTmpDcs

CxtUsrDrkDcs,
CxtUsrSmkDcs,
CxtEnvHmdDcs,
CxtEnvTmpDcs

. 결  론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는 대표적인 수면장애로 환자

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인지 기능에도 불

리하게 작용하여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시스템의 물

리적인 구성을 스마트폰, 측정 장치, 응용 서버, 데이터

베이스, 추론 엔진, 온톨로지 저장소로 구성하였다. 온
톨로지 기반으로 설계한 추론부의 온톨로지 모델은 총 

4개의 자원, 시간, 이벤트, 상황 온톨로지로 구성하였다.
멀티센서를 이용한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의 결과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상태

에 따른 수면 장애 요인 값을 변화시키며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 예측 결과와 실제 추론되어 나온 결과가 

일치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면장애 개선시

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면장애 개선 시스템의 추론부

는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현되어 정보의 재사용이 가능

하며 추후에 다른 센서들을 추가하기 쉽고 시맨틱 웹에

서 데이터 융합이 가능하다. 측정부는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별도의 리시버를 이용하지 않고 홈 게이

트웨이 역할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이는 측정 장치

만 구비하면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u-헬스케어 측면으로 무지각, 무자각적인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수집된 데이터들의 연

관성 분석결과 제공을 통해 수면장애 조기진단 및 지속

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

집하여, 이를 분석한다면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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