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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arable computing is growing rapidly as research on 
body area communication network using wireless sensor 
network technology is actively conducted. In particular,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smart clothing measuring 
unrestrained and insensitive bio signals, and research is 
being actively conducted. However, research on smart 
clothing is mainly based on 1: 1 wireless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access monitoring system 
that can measure bio-signals by multiple users wearing 
smart clothing.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wireless 
access device, multiple access control server and monitoring 
system. It also provides a service that allows multiple 
users to monitor and measure bio signals at the same time.

Keywords : Biological Signal, Bluetooth Access Point, 

Multi Access, Monitoring System

Ⅰ. 서  론
 

각종 센서나 무선 기술이 발전하여 우리 주변의 사물

들 즉, 벽, 의자, 옷 등에 스며들어 존재하게 되면서 사물

들이 지능화 되고 이러한 센서나 무선 기술이 네트워크

로 연결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들이 다양한 생

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팅 시대이다. 이
러한 웨어러블 컴퓨팅 중에서 의류에 센서를 임베디드

시켜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

료를 할 수 있는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웨어러블 컴퓨팅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 및 개발을 진

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

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기술을 적용

하여 다양한 생체신호를 보다 편리하게 측정하고 이로

부터 건강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추진되었다

[1][2][3]. 최근에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헬스케

어분야에 적용하여 신체영역통신망을 구축하여 건강정

보를 모니터링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4][5]. 생체신호의 계측에 있어 환자나 사용자의 편의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구속, 무자각 생체신호 계측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무구속, 무자각 생체정보계

측을 위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여 생체신호를 측

정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6][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은 1:1 통신 기반의 무선 통

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심박수, 심전도 및 

운동량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웨어러

블 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의 스마트폰과 연동하

여 생체신호를 저장하고 이를 다시 서버에 전송하는 형

태이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스마트폰

으로부터 전송되는 생체신호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

을 가지며,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 시에는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한계를 보이

고 있다.
본 논문은 병원, 요양원 등과 같이 건물 내부에서 어

디에서나 무선접속 장치(블루투스 AP)를 이용하여 다

수의 사용자로부터 동시에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하

여 이더넷 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서버로 데이터를 전

송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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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생체신호 측정 모듈

본 연구에서 생체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

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본 연구자가 참여한 지식

경제부의 나노섬유 기반의 웰니스 의류시스템 개발과

제에서 개발한 그림 1과 같은 디지털실을 이용한 심전

도 벨트를 이용한다. 이것은 심전도와 3축 가속도신호

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

한다. 

Fig. 1 ECG belt using digital yarn

이는 3개의 전극을 통해 생체신호를 전달 받으며, 각
종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하드웨어 필터와 생체신호의 

증폭을 위한 증폭회로, 소프트웨어 잡음 신호 필터링과 

신호를 데이터화하기 위한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프로세서,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블루투스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생체신호 모듈의 구성도이다.

Fig. 2 Biological signal module architecture

일반적으로 샘플링이 높을수록 정확한 심전도 신호

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샘플링이 높을수록 데이

터의 송·수신 용량이 증가하여 생체신호 측정 모듈의 배

터리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전도 QRS 
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200Hz 샘플링으로 측정을 한다. 
생체신호 측정 모듈에서는 그림 3과 같이 32바이트로 

구성된 1개의 패킷을 전송한다. 심전도신호와 가속도 

신호를 전송하는 패킷으로 Head1, Head2, Size와 심전

도 신호, 가속도 신호, 디바이스이름, Serial 번호, 손실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Check Data로 구성되어 있다. 
Head1은 패킷의 시작점을 알리고, Head2는 패킷의 시

작을 표시하고 심전도 신호는 8개의 심전도 신호를 모

으며, 가속도 신호는 X,Y,Z축의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Device Name과 Serial No로 다중으로 접속되어 있는 생

체신호 수집 기기 중 어떤 기기의 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끝으로 Check Data는 ECG1~8, ACC_X, 
ACC_Y, ACC_Z 값을 차례로 XOR한 후 그 결과 값을 

가지며 손실에 의하여 변경이 발생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Fig. 3 ECG and ACC signal data packet for multi access

2.2. 다중접속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접속 제어서버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

체 서비스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ECG벨트로 부터 측

정된 생체신호를 블루투스 AP를 통하여 다중접속 제어

서버로 전송이 된다. 서버는 블루투스 AP로부터 수신된 

생체신호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고 심전도 신호를 모니

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모
니터링 시스템은 사용자의 실시간 심전도 신호와 맥박

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생체신호수집을 위한 다중접속 모니터링 시스템

147

Fig. 4 Monitoring system architecture

2.2.1. 무선 접속 장치

스마트 의류에서 측정된 생체신호를 서버로 전송하

기 위한 무선 접속 장치가 필요하다. 다중접속 기반의 

AP는 지속적으로 주변의 장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 주

기로 Inquiry 과정을 수행하여 주변의 장치를 발견한다. 
AP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된 장치에 AP
는 접속을 하여 연결한다. 그러나 모든 장치에 AP가 연

결을 방지하기 위해 AP는 블루투스 디바이스 이름으로 

검색하고 PIN을 확인하여 등록된 장치만 접속을 한다. 
AP는 접속된 장치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서버로 전송을 위해 AP는 Client의 역할을 하며 

서버와의 연결이 지연될 경우 지속적으로 연결 메시지

를 전송한다. 

2.2.2. 다중접속 제어 서버

그림 5의 다중접속 제어서버는 접속된 AP와 사용자

의 리스트를 보여주며, 사용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

집하고 어느 사용자에게서 생체신호가 도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AP에서 연결 메시지가 오면 서버는 wait()
되어 있는 Thread를 깨워 지속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

하고, 새로운 AP의 접속을 대기한다. Thread가 생성되

면 서버는 AP에서 전송된 신호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

송하기 위해 각 Thread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을 한다. 이러한 Thread는 다

중 접속 시스템을 위하여 Multi Thread로 구성한다. 다
중접속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연결 시 지속적

으로 Thread를 생성시키는 구조는 서버에 부하가 발생

하여 서버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
라서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는 Thread를 프로그램이 실

행이 될 때 50~100개를 실행시키고 wait() 상태로 대기

한다. 연결 메시지가 오면 Thread들 중 한 Thread가 깨

어나 queue에서 값을 꺼내어 처리하는 폴링(polling)기
법으로 프로그램의 충돌 회피 또는 동기화 처리한다.

Fig. 5 Multi access control server

2.2.3.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6은 다중접속 제어 서버에서 전송된 심전도와 

맥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예이

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방이나 호실별로 설치된 무선

접속 장치에서 접속된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주며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알람을 보내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서버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무선접속 

장치별로 하나의 쓰레드를 생성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이 생체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벨트를 착용한 사용자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우측 화면으로 사용

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한 화면에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무선접속 장치는 최대 7대의 

블루투스 장치가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7명의 사용자의 

실시간 생체신호를 보여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심전도와 심박 수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으로 심박 수로 정상범위 내의 데이터 인지 또는 이상 

범위인지 검사한다. 심박 수의 범위에 따라 분당 100회 

이상을 빈맥, 60회 이상을 서맥으로 구분한다. 응급 상

황은 심박 수는 250회 이상이거나 최소 50회 이하가 되

면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각 개인별로 성별, 나이, 
질병에 따라 응급 상황의 심박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최대와 최소 심박 수를 설정할 수 있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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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posed monitoring system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생체신호 수집을 위한 다중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의 1:1 무선통신 방식에서 벗어

나 다수의 사용자가 단말기나 스마트 폰 없이 무선접속

장치를 통해 동시에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

고 있다. 또한 여러 대의 무선접속 장치를 설치하면 다

수의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예로 구현한 다중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은 병

원과 요양원 등에서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측정된 생체신호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응급상황 여부

와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건
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간

호사나 보호자에게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의 

기초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다중접속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고유의 생체신

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건강관리 및 행동패턴을 파악

을 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의 건강 상태 및 질병 예방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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