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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원격환자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신호 측정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정애란1), 유용민2), 이상준3)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Biological Signal Measurement
Algorithm for Remote Patient Monitoring based on IoT

Ae-Ran Jung1), Yong-Min You2), Sang-Joon Lee3)

요 약
최근 들어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IoT기반 원격환자모니터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환자모니터링을 위한 다중의 IR-UWB레이더를 이용한 비접촉식 생체신호측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에는 생체신호처리를 위해 배경차분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나, 전압노이즈,
계단현상 등의 에러 발생을 없애고자 다중 배경차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다중배경차분알고리즘은
이전 클러터와 현재 클러터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신호를 추출하며, 본 연구에서는 SVD알고리즘을 이
용하였다. 개선된 다중배경차분알고리즘을 생체신호측정에 응용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을 통해 호흡수
를 계산하였다. 제안한 IR-UWB레이더를 이용한 시스템 및 다중배경차분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호흡
수 측정을 진행하였다. Neulog사의 부착형 공기압착식 호흡측정기를 대조군으로 실험한 결과 97.36%
의 정밀도를 확보함으로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현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접촉식 웨어러
블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핵심어 : 생체신호, 비접촉, 레이더 시스템, 다중배경차분알고리즘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remote patient monitoring based on IoT has been increased due to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 A non-contact biological signal measurement system
using multiple IR-UWB radars for remote patient monitoring is proposed in this paper. To reduce error
signals, a multilayer Subtraction algorithm is applied because when the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was applied to the biological signal processing, errors occurred such as voltage noise and staircase
phenomenon. Therefore, a multilayer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is applied to reduce error occurrence.
The multilayer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extracts the signal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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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previous clutter and the current clutter. In this study, the SVD algorithm is used. We applied
the improved multilayer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to biological signal measurement and computed
the respiration rate through Fast Fourier Transform (FFT). To verify the proposed system using IR-UWB
radars and multilayer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the respiration rate was measured. The validity of
this study was verified by obtaining a precision of 97.36% as a result of a control experiment with
Neulog's attachment type breathing apparatus. The implemented algorithm improves the inconvenience of the
existing contact wearable method.
Keywords : IR-UWB, Bio Signal, Non-contact, Multilayer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1.

서론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원격환자모니터링에 대한 요구가 병원 및 가정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헬스는 생체신호를 실내, 실외 등에서 손쉽게 측정 할 수 있는 측정단말
과 측정된 정보를 유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네트워크, 전송된 정보를 수집하고 운영
하는 정보수집 및 운영, 이를 분석하여 건강 및 생활을 관리하는 정보처리 및 관리, 원격진료, 재
택 건강 모니터링, 응급상황 감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서비스로 구성된다. 스마트 헬스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중에 안정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내공간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접촉식 방식과 비접촉식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접촉식 방
식은 측정 대상자의 신체에 측정장치를 부착하여 생체신호를 획득하는 방법이고, 비접촉식 방식은
측정 대상자의 신체에 측정 장치를 직접 부착하지 않고 측정 대상자 주변에서 센서, 레이더를 등
을 이용하여 생체신호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접촉식 방법은 측정을 위한 센서나 부수적인 장치를
측정 대상자의 몸에 착용해야만 신호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분실,
훼손, 도난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접촉 상태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UWB레이더의 기본 원리는 Impulse신호를 송수신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른 센서와 달리 주

변 환경에 강건하며, 높은 장애물 투과력, 저전력, 저비용 등의 장점이 있어 실내에서 위치축적 및
생체신호 측정 시에 활용되고 있으나, 낮은 송신파워로 1m 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만 신뢰성있는
신호측정이 가능하고, 무방향성으로 인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실내에서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7]-[9].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접촉식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거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UWB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중의 IR-UWB레이더[9]를 이용한 생체신호측정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에
러신호의 저감이 가능한 다중배경차분 알고리즘[10]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거리에 따른 호흡
을 측정하기 위해 레이더와 측정 대상 간 거리는 각각 1, 2, 3, 4, 8m 거리를 이격하여 진행하였
으며, 그 데이터를 통해서 FFT분석과 호흡수 계산결과를 얻어냈다. 제안하는 시스템 및 알고리즘
의 검증을 위해 Neulog사의 접촉식 공기압방식 호흡측정기를 대조군으로 하여 비교실험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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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접촉식 생체신호시스템 및 다중배경차분 알고리즘

비접촉식 생체신호시스템

제안하는 비접촉식 생체신호측정시스템은 Master단에 부착된 2개의 2.4 Ghz IR-UWB Radar로
위치추적 및 전방 호흡측정을 하고, 3개의 Sub단에 부착된 각각의 6~9 Ghz IR-UWB Radar로 호
흡측정을 한다. IR-UWB Radar는 노르웨이 Novelda사의 NVA6100와 NVA6201를 각각 Master단
과 Sub단에 탑재하여 사용 하였으며, 안테나는 Vivaldi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제안하는 비접촉식 생체신호시스템
[Fig. 1] Proposed Non-contact type Biological Signal Measurement
2.2 IR-UWB 의

사양

IR-UWB는 노르웨이 Novelda사의 NVA6100와 NVA6201를 Master와 Sub로 각각 탑재하였으며,

사양은 표 1과 같다.
[표 1] IR-UWB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IR-UWB

ⓒ

구분
Chip name

단위
-

Frequency band

GHz

Frequency
Simultaneous sampling
points
Sampling rate
Interface
Power consumption
Antenna

GHz

Master
NVA6100
0.45 ~ 3.55,
0.85 ~ 9.55
1.3 ~ 4.4

-

512

256

GS/s
mW
-

>30
High speed SPI
113
Vivaldi

>39
High speed SPI
120
Vivaldi or S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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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NVA6201
6.0 ~ 10.2
6.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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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UWB Antenna 역시 노르웨이의 Vivaldi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사양은 표 2와 같다.
[표 2] IR-UWB의 Antenna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IR-UWB Antenna

구분
단위
Frequency range
Ghz
Opening angle without lens
°
Gain without lens
dBi
Polarization
Impedance
Ohm
Max. power
Size
mm

Master
1.3 ~ 4.4
40
9.15
Linear
50
1W EIRP
150*113*1.5

Sub
7 ~ 9
60
8
Linear
50
35*35*10

생체신호측정시스템의 Topology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된다. Master는 위치측정 및 Sub를 관리
하며, Sub는 생체신호측정을 담당하며, GateWay는 전체 시스템관리, 데이터 전송 및 모니터링을
한다.

[그림 2] 생체신호측정시스템 Network Topology
[Fig. 2] Network Topology for Biological Signal Measurement
2.3 UWB레이더

2.3.1

신호처리 알고리즘

일반적인 신호처리 알고리즘

UWB레이더 신호처리는 Raw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세함수 반영, 배경차분, Cross-Correlation 과

정을 거친 후 응용(위치추적, 호흡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배경차분 알고리즘은 Raw 데이터에

서 움직이는 대상자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선행 작업을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클리터 제거라고
하며 배경차분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하지만 구간별 레이더 신호의 전압노이즈 등의 에러와

Frame간격 사이의 계단현상 발생하였으므로,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중 배경차분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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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다중 배경차분을 통한 알고리즘 개선

이전의 알고리즘은 전체 신호(움직이는 신호)와 비교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신호 반영이 좋
지만, 움직임 신호의 에러(순간적인 위상변화, 계단현상) 등이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에러신호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다중 배경차분알고리즘은 이전 클러터와 현재 클러터의 변화량을 계산
하여 신호를 추출하였다. 그림 3 에서는 클러터의 변화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줄
어드나, 벽(철판 등)에 대한 반사신호(클러터이지만 RCS가 큰 신호들)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
중치 조절이 필요하다. 다양한 배경차분 알고리즘 중 SV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림 3] 다중 배경차분을 통한 클러터 변화량 계산
[Fig. 3] Computation of clutter variation using multiple background

2.4

생체신호측정 응용

2.4.1

측정원리 및 호흡수 계산 알고리즘

개선된 다중 배경차분 알고리즘을 호흡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응용해보았다. 위치 측정은
UWB 레이더의 Sampler 위치를 통해 거리를 계산하여 위치를 산출하는 반면, 호흡 측정은 그림 4

와 같이 Sampler의 변위차을 통해 호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호흡수 계산을 위해 저장된 1000의 데이터 중 500개 데이터를 별도로 출력하여, 500개를 받아들
이는 time(약 10초)과 fs(500/time)를 구하고, Smooth Filtering하여 고주파를 제거하였다. 호흡수는
FFT(Fast Fourier Transform)방법을 통해 초당 진동수를 찾아 평균 호흡 주파수(0.2~ 0.5 Hz)를 분

석하였다. 그림 5는 FFT 방법을 통한 호흡수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respiration는 1
분 동안의 호흡수, time은 500개의 sample을 모으는 시간을 나타낸다. 10.1464초 동안 2번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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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음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FFT변환을 통한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0.1967Hz에서
가장 높은 피크를 보여주므로, 분당 호흡수는 0.1967Hz × 60s = 11.8033회/분로 계산되었다.

[그림 4] IR-UWB를 이용한 인체 호흡 및 심박 측정 원리
[Fig. 4] Principle of human breathing and heart rate
measurement using IR-UWB

거리에 따른 호흡을 측정하기 위해 레이더와 측정 대상 간 거리를 각각 1, 2, 3, 4, 8m 거리로
이격하여 그림 6~9과 같이 호흡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데이터를 통해서 FFT분석과 호흡수 계산
결과를 얻어냈다. 거리에 따른 호흡수 측정 결과, 측정거리가 늘어날수록 신호의 크기는 전체적으
로 점점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 FFT 방법을 통한 호흡수 계산 결과
[Fig. 5] Results of breath count calculation by FF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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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거리에 따른 샘플링 및 FFT 분석 결과 (1m)

[

[Fig. 6] Sampling and FFT analysis results by distance (1m)

[그림 7] 거리에 따른 샘플링 및 FFT 분석 결과 (2m)
[Fig. 7] Sampling and FFT analysis results by distance (2m)

[그림 8] 거리에 따른 샘플링 및 FFT 분석 결과 (3m)
[Fig. 8] Sampling and FFT analysis results by distance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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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리에 따른 샘플링 및 FFT 분석 결과 (4m)
[Fig. 9] Sampling and FFT analysis results by distance (4m)

[그림 10] 거리에 따른 샘플링 및 FFT 분석 결과 (8m)
[Fig. 10] Sampling and FFT analysis results by distance (8m)
3.

비교평가를 통한 검증

제안한 비접촉식 생체신호측정시스템의 호흡정확도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1과 같
이, 미국 NeuLog사의 부착형 공기압방식 호흡측정기를 대조군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호흡과 무
호흡 상태에서의 측정 파형 비교 결과, 그림 12와 같이, NeuLog사의 측정 호흡량은 12.333회/분
(90초간 18.5회)로 나타났으며, 제안한 비접촉식 생체신호측정시스템의 측정 호흡량은 12.667회/분
(90초간 19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하는 측정시스템의 호흡량 정확도는 97.36%수준으로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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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측정 Set-up
[Fig. 11] Experimental set-up

[그림 12] 호흡측정 결과
[Fig. 12] Experimental result of respiration
4.

결론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로 원격환자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생체신호측정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술 표준화 문제, 개방형 플랫폼 부재,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기술 적
용 초기 단계로 상용화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의 원격진료 및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보
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및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한 미래유망산업분야이다.
기존의 접촉식 생체신호측정기술은 간단한 구현과 편리한 신호획득이 가능하여 다양한 제품으
로 출시되었지만, 웨어러블 타입으로 신호측정이 가능하고 번거로운 유지관리 및 이물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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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중의 IR-UWB레이더를 이용한
비접촉식 생체신호측정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에러신호의 저감이 가능한 다중 배경차분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생체신호처리를 위해 배경차분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나, 전압노이즈, 계단현상 등
의 에러발생으로 다중 배경차분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개선된 다중배경차분알고리즘을 생체신호
측정에 응용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FFT :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호흡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거리에 따른 호흡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거리가 늘어날수록 신호의 크기가 점점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IR-UWB레이더를 이용한 시스템 및 다중배경차분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호흡
수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Neulog사의 부착형 공기압착식 호흡측정기를 대조군으로 실험한 결과
97.36%의 정밀도를 확보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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