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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격 모니터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소포화도, 맥박, 체온을 측정하는 WIPAMS 모니터링 기기에 추가적인 센서들을 장착하고 모
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보다 더 다양한 u-Healthcare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한 Smart-WIPAMS의 개발
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 WIPAM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체신호에 덧붙여, 환자의 운동
량을 가속도센서를 이용해 측정한 후 이에 관한 데이터를 모바일단말기로 전송해 의료진이 원격에서 대상
자 행동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1,2]. u-Healthcare도 그러한 분
야의 하나인데,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WIPAMS[3] 기기에 추가적인 센서들을 장착하고 스마
트폰과 연동하여 보다 다양한 u-Healthcare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한 Smart-WIPAMS의 개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어떻
게 운동량 측정에 이 기기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그림 1> 모바일 기반의 U-Healthcare 서비스 구조

  u-Healthcare 서비스는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로 분류될 수 있다[2]. <그림 1>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한 u-Healthcare 서비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
조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생체 정

보를 측정하는 센서 부분’,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전달 부분’, 세 번째는 ‘의료 관리 서비스 부분’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포화도, 맥박, 체온을 측정하는 
WIPAMS 기기에 가속도 센서를 장착하여 
u-Healthcare 서비스의 첫 번째 기능을 구현하고, 모
바일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확인케 하여, 그 
두 번째 기능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를 이
용해 의사나 간호사가 원격으로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다양한 u-Healthcare 응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발의 필요
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2. WIPAMS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서는 환자감시장치 (PM: 
Patient Monitor)를 통해 환자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한다. 이 경우 보통 의사나 간호사들이 PM에 장착된 
화면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데, 문제는 의사와 간호
사가 항상 환자 곁에서 이상상황을 감시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측정되고 있는 생체신호를 장소
에 제약 없이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보
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WIPAMS(Wireless 
Patient Monitoring System)는 생체신호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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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IPAMS의 작동 과정

임베디드 기기로서 환자의 상태를 감지하는 PM이다. 
WIPAMS는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생체정보 측정을 집,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를 모바일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u-Healthcare 서비스가 확
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특히 소형 임베디드 
플랫폼 인 ODROID-X2[4]를 사용함으로써 휴대성이 
높은 보다 현실적인 u-Healthcare 응용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그림 2>는 ODROID-X2의 특징과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ODROID-X2의 특징과 구조

  ODROID-X2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그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안드
로이드는 Java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바일 
플랫폼이다. 리눅스 운영체제를 근간으로 하며, 다양
한 Java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런타임 
라이브러리로 달빅(Dalvik) 가상머신을 제공한다. 따
라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을 Java로 진행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상에서 임베디드 응용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안드로이드
SDK, Java와 C/C++ 모듈간의 인터페이스를 가능하
게 해주는 API인 JNI(Java Native Interface),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NDK(Native Development 
Kit)의 3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중 프
로그래머에게 중요한 부분은 JNI인데 이를 통해 Java
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플랫폼 종속적인 기능들(시스템
호출이나 C/C++ Library 함수호출)에 접근할 수 있
다(<그림 3>).

<그림 3> JNI(Java Native Interface) 절차

2.1 생체신호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 진행 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응용의 작
동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①산소포화도 장치와 체
온계, EKG장치, 가속도센서 등의 측정센서들을 
ODROID-X2에 연결한다. ②센서들의 데이터들을 읽
고 화면에 띄우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apk파일)을 설치하고 실행한다. ③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각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 값을 획득하여 화
면에 표시하는데 각각의 센서에서의 정보 수집은 센
서 별로 할당된 Java 스레드가 담당한다. <그림 5>는 
획득한 생체정보의 디스플레이 화면이다. 

<그림 5> WIPAMS 시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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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180도 ~ +180도
Pitch -90도 ~ +90도
Yaw -180도 ~ +180도

<표 1> Roll, Pitch, Yaw 값의 범위

< 그림 8 > Roll, Pitch, Yaw 방향

  본 연구에서는 ODROID-X2에서 측정되고 있는 산
소포화도, 맥박, 체온 등의 측정기록을 원격스테이션
이나 모바일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데이터들을 수신할 수 있는 서버를 개발하
고 소켓통신과 스트림을 통해 서버-클라이언트 상호
간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6>).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는 임베디드 장치로부터 서버를 
통해 획득한 생체정보를 <그림 7>과 같이 화면에 실
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해주게 끔 하였다. 이를 통해 
WIPAMS는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u-Healthcare 장치로의 충분조건을 갖추
게 되었다.

<그림 6> 측정데이터 송수신 개념도
  

<그림 7> 클라이언트 앱 화면

3. Smart-WIPAMS
  WIPAMS에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하여 보다 다양하
고 차원 높은 u-Healthcare 서비스 응용을 창출하는 

개발이 Smart-WIPAMS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가속도센서를 부착해서 환자의 운동량을 측정한 
후 이에 관한 데이터 값들을 모바일로 전달해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 하였다. 이 기능을 추가하
기위해 EBIMU-6DOFV2[5] 가속도센서를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사용환경이 유연해 데이터를 편리하게 획
득할 수 있다. 센서의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있어서 오
일러 각(EulerAngle)[6]과 가속도(x, y, z) 및 센서온
도를 선택적으로 읽어올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연
구에 필요한 오일러 각과 가속도(x, y ,z) 값을 읽어와 
사용했다. 오일러 각 출력모드에서  3가지 각(Roll, 
Pitch, Yaw)을 읽어오는데 Roll은 센서가 좌우(x축)로 
기우는 각도, Pitch는 상하(y축)로 기우는 각도, Yaw
는 센서가 수평을 유지한 채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
는 각도를 나타낸다(<그림 8>)[5]. 값의 범위는 <표 1>
과 같다. 

또한 방향에 따라 가속도(x, y, z) 값들을 읽어올 수 
있는데 각 좌표축을 기준으로 센서가 움직일 때 측정
되는 속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환자나 독거노인이 
평상시 행동과 달라지는 측정값을 보이면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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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x y z
정지된 상태(기준값) 0 0 1

좌(우)로 쓰러짐 변화 변화
앞(뒤)로 쓰러짐 변화 변화

일상생활 최대치 ±2.0

<표 2> 자세에 따른 가속도(x, y, z)의 변화

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나 간호사가 알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대상자의 움직임에 대해 방향
에 따른 각각의 기울기, 속도를 축정하는데 기울기
(Roll, Pitch, Yaw)와 가속도(x, y, z)를 이용해서 대
상자의 운동량 또는 자세를 측정한다. 일상생활 간에
는 가속도 값이 –2미만 2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값을 초과하고 기울기 값이 일정 시간 이상동안 기준
치와 변화된 상태로 데이터 값이 발생된다면 위험상
황을 의심해봐야한다. 이상 유무 판단의 기준 값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x, y, z 값의 편차를 계속적으로 비
교해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비정상적인 움직임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이상상황을 모바
일단말기로 전달해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구현
하였다. WIPAMS에서와 동일하게 센서에서의 정보 수
집은 센서에 할당된 Java 스레드가 담당한다.
  Smart-WIPAMS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센서들을 장
착할 수 있을 것인데, 열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환자
의 체온변화를 측정해 모니터링 한다던가,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환자의 이동 이력을 통해 생활패턴의 변화나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병원에서는 흔히 환자감시장치를 통해 생체신호를 모
니터링 한다. 하지만 기존 PM들은 크기도 크고 대부분 
누군가가 환자 곁에서 이상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WIPAMS에서는 원격에서도 생
체정보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를 의료
진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생체신호의 모니터링
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가능해져서 u-Healthcare 
서비스를 위한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IPAMS에 추가적인 센서를 장착하
여 보다 다양하고 차원 높은 u-Healthcare 서비스 응
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Smart-WIPAMS 개발을 진행

하였다. 특히 가속도 센서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측정
해 의료진이 모바일단말기를 통해 대상자의 행동의 이
상 유무를 판단하여 위험상황을 감지 및 예방할 수 있
게 하였다. 이 기능은 병원에 자주 방문할 수 없는 독
거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의료진은 독거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일찍이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Smart-WIPAMS에 보다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해 대상자의 다양한 행위와 상태를 측정하여, 보
다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표로 하는 u-Healthcare 
응용 개발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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