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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body sensor network (WBSN) technologies are considered one of the key research areas in
computer science. When combined with the healthcare application, two technologies are consolidating
into one comprehensive healthcare monitering solution in extreme situations including high altitude or
space. Ultra-low power networks of sensors can collect important physiologic informations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sensed physiological data is then transmitted to an interface server which
in turn sends the data a remote healthcare provider. Sensor networks are irregular clusters of communicating sensor nodes, which collect and process information from onboard sensors, and they can share
some of this information with neighboring or surrounding nodes. In this study, we develop a wireless
physiological sensor architecture which integrates a Wireless Body Sensor Network (WBSN) and different
sensors to sense physiological data for a person, and then rehearses to transmits the data to a remote
healthcare system through a smartphone as an interface, rather than via an interface server. The system
can classifies the receiving data based on person ID and types of sensors, and distributes the classified
data to their corresponding databases in the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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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다. 최근 들어 비행기의 엔진의 신뢰성 향상 등 비행기 하드
웨어의 발전에 따라 대륙 간을 오가는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이 많이 늘어났다. 항공여행 증가에 따른 체공 시간의
증가와 아울러 악천후 등의 비정상 상태에서의 비행도 늘
고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 등의 공중 근무자들이 비정상적
인 생리 상태를 겪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조종사
정년 증가에 따른 고령조종사들이 증가하고 있고 비행기의
자동화 증가 등으로 조종사가 조종실내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 강조됨에 따라 조종사들의 건강 신체 조건이 많이 완화
되어 예전에는 비행업무가 불가능 했던 유병상태의 조종사
도 급성 질환이 아닌 경우 비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 심장 질환 등 만성 질환들은 대부분의 성인이 갖고 있으
며 언젠가는 급성 악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고립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
에게서는 작업 중 신체에 센서를 착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신체 신호를 받아서 무선으로 원격지에 보내서 원격으로
신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시행해볼만한 가치가 있을

론

고공에서의 근무 환경은 고립된 극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조종사 등의 공중 근무자가 비행 중에 비
정상적인 생리 상태에 빠지는 경우 지상에서와는 달리 조
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의학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민간 항공기를 조종 중인 기장이 운항 중
갑자기 급사하여 비상 착륙을 하거나 긴급 회항하는 일들
이 벌어져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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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모니터링은 정식 환자용이 아닌 작업자의 업
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체 모니터링은 장기간 스트레스를 안고 비행하는 조종사
들이나 원양에서 일하는 선원, 극지나 사막에서 일하는 근
로자 등에서 활용할 가치가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ireless body sensor network의 개념[1]을 살려서 원격으로 생
리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범 연구를 하였으며 스마트폰
을 중계기로 하여 모사하였다.

II. 방

블루투스 기기에서 무선으로 실시간에 송신된 자료는 스
마트폰에 탑재된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되어
화면에 표시되게 하였다(Fig. 4).

법

전체 개요도는 Fig. 1~3과 같다. 주요 구성부는 1) body
sensor 2) central control unit 3) 중계기 4) 주컴퓨터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reless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스
마트폰을 base station으로 하고 신체에 착용 가능한 블루투
스와 근거리 통신을 하게 하였다. 블루투스기기는 central
control unit으로 역할을 하고 신체에 부착된 sensor들에서 얻
어진 신호는 유선으로 받았다.

Fig. 1. General Schema of Body sensor network.

Fig. 2. Physiologic Parameters captured by Body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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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ireless body sensor network.

Fig. 4. Data emulation on server computor (smartphone in this study).

Body sensing지표 및 기구는 다음과 같다. 자원자는 건강
한 성인 남성 2명(23세, 24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혈액 내
산소 포화도, 혈압, 맥박, 체온, 혈당 및 심전도를 측정하였
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oxymetry를 이용하여 chest lead중
에 2개의 lead만 흉부에 사용하였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패드를 이용하였다. 혈압계는 전자 혈압계를 변형하여 사

용하였다.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폰을 이용하였다. 측정은
안정 상태에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얻었고 3회 시행
하여 시험 값의 적정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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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ed physiologic data in smartphone.

III. 결

과

각 센서들은 착용에 어려움은 없었다. 각 센서들에서의
sensing 및 신호 전달과 중계 컴퓨터인 스마트폰에서의
emulation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Fig. 4). 구현된 대표적
인 결과는 Fig. 5에 표시되어 있다. 각 기기들은 안정적으로
작동하였고 혼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신체 움직임에 의하여 간헐적인 신호의 단절 및 구
현 값의 허용외의 변동 등이 있어 안정적인 착용을 위한
센서 기기 부분의 개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신호의
화면 구현은 기존의 블루투스 접속 소프트웨어를 개량하여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마트폰에 이식하여 사용
하였다.

IV. 고

찰

Wireless Body Sensor Network (WBSN)은 의료분야에서는
대략 2가지 부류로 사용 되고 있다[2]. 첫째는 질환의 진단
및 평가이고 둘째는 일반생리 상태의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 상태 등으로 보아 WBSN은 질환의
진단 평가 보다는 정상 상태에서의 인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좀더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필연적으로 의료 지원이 불가능 영역에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원격 모니
터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WBSN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루투스 기기를 중계기로 하고 스마트폰
을 base station으로 하였는데 블루투스기기는 전력소모가

매우 적고 10 m 정도의 거리에서는 혼신의 우려가 없어서
근 거리 통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3,4]. 특히 전자파의 발
생이 적어서 인체에 무해하고 다른 전자기기에의 간섭의
가능성이 적고 기기가 소형이어서 신체 센서에서의 신호를
전달하는 중계기로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body sensor에서 주 중계기로의 중간 중계기로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base기지국의 역할로서 스
마트폰을 이용하였는데 향후는 메인 서버 컴퓨터에 연결되
는 중계 기지국으로서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것으로 보
인다. 인간은 동적인 활동이 많으므로 움직임에 따른 노이
즈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본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
이 관찰되었다. Body sensor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에서 중
요한것은 신호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특히 body sensor는
인체의 기계적 움직임에 따라서 신호의 단절 및 손실이 생
기고 sensor부착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도 신호의 이득(gain)
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센서에서 얻어지는 신호의
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발전도 필수적이
다. 개발되고 있는 센서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예를 들면
기침(cough) 센서도 개발하고자하는 시도들도 있다[5,6]. 기
침 센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폰을 응용하여 기침 및 호
흡에 따른 진동을 감지하면 가능할 것이다.
중계기로서의 스마트폰은 상당한 연산능력을 가진 컴퓨
터 이므로 메인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1차로 신호의 분류
및 노이즈 제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알고리즘 분석까지
가능 하다면 응급 상황발생 시에 착용자 및 서버에 동시에
경보를 전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미 많이 보
급되어 있고 WBSN에서 중계기 및 1차 서버 컴퓨터로서 이
용 가능성이 많으므로 향후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연구들
이 필요하다. 고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기내에서는 착용자
의 블루투스에서 스마트폰 대신 항공기 탑재 무전기기를
중계기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법 및 공식 교신 주파
수를 제외한 주파수를 이용하면 자료의 전송이 가능 할 것
이지만 주파수 할당 등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이다. 본 WBSN은 항공 근무자들 이외에 우주 여행, 심해
탐사, 극지 근무자 등의 극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
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블루투스 및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하여 시범적인 body sensor network를 구현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intelligent health care service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활력징후 측정 센서들과 블루투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wearing body senor network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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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았다. 본 시스템은 조종사 등의 격리된 환경에 근무
하는 사람들의 신체 모니터링에 성공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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