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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고위험도 환자군을 중심으로 신체의 일부에 생체신호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병원이 아닌 환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생체신호 획득 장치로부터 모바일 기기로 수신되는 환자의 데이

터에서 기저선 변동 또는 전원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 환경에서 이러한 왜곡 현상을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유한응답 필터링 연산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모바일(mobile), 스마트 폰(smart phone), 유한응답 필터 (FIR filter), 웨어러블(wearable)

I. 서 론

최근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소위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개념에서, 개인특히 고위험도 환자의 신

체 일부에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환자정보를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전송하는 방

식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패러다임 모

델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환자의 신체 부위

에 전극을 부착하여 심전도 데이터와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적 움직

임 또는 전극의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저선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고주파 성분의 잡음이 첨가되기 쉽다. 이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

하는 경우 측정된 생체신호의 특징 값(features)에 대한 추정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판별하

는 임상적 지표 도출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장치로부터 획득한 심전도 데

이터를 수신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에서 기저선 변동

또는 고주파 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한응답 필터링 연산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데이터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생체신호에 포함된 기저선 변동 또는 

고주파 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IM-A860S(팬텍, 대한민국)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GUI 화면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이 

선택된다[3].  
 
1. 샘플링 주파수.
2. FIR 필터 종류: 저주파대역 통과, 고주파대역 통과, 중간주파

수대역 통과, 중간주파수대역 차단 필터.
3. 차단대역 임계주파수 및 통과대역 임계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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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 폰에서 구현된 실시간 

유한응답 필터링 연산을 위한 GUI 설계

Fig. 1. GUI Design for Real-Time FIR Filtering

모바일 기기 제한된 하드웨어 연산 능력 및 화면의 크기 제한 

때문에 수신되는 생체신호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 따라

서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화소의 수인 N 만큼의 크기로 

데이터를 배열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가시화하며 또한 GUI 화면을 

통하여 설계된 파라미터들을 선택하여 유한응답 필터링을 연산하여 

그 결과를 가시화한다. 즉 다음과 같은 비트-스트림(bit-stream) 처
리 과정을 통하여 필터링 과정을 연산하고 이를 가시화한다.

i) 웨어러블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와 유한응답 

필터링을 통하여 연산된 결과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가시화

될 수 있는 화소의 개수만큼 배열형태로 저장한다.
ii) 1개의 새로운 데이터가 수신되면 가장 처음으로 수신된 데이

터를 제거하고 shift-bit-stream 연산을 통하여 새로운 배열을 

형성한다.
iii) 최대 5초 동안 화면에 가시화 된 입력 신호와 필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신호의 최대 크기를 검출하여 데이터를 화면에 가시

화할 때 전체 비율을 조정하는데 활용한다.

그림 2는 모바일 폰을 활용하여 유한응답 필터링을 실시간으로 

연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비트 스트림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 실시간 유한응답 필터링을 위한 데이터 비트 스트림 

Fig. 2. Data Bit-Stream for Real-time FIR Filtering

III. 결 론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집된 생체신호를 모바일 기기로 수

신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획득된 

데이터의 왜곡 현상이 보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유한응답 필

터링 연산을 구현하는 GUI와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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