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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면 에 부정기 으로 발생하는 인체 이상유형을 모니터링하기 한 블랙박스 로그램을 구 하 다. 

인체 블랙박스 시스템은 생체 신호를 계측하는 센서와 알람, 등,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보조 장치  신

호를 모니터링 하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 이상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하여 PPG, 

EOG, EEG, 호흡센서, 온도센서, G-센서  마이크로폰과 같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 다. 이상 증상이 발생

하면 시스템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신체 이상유형을 감

지하게 하여 한 센서 치를 선정한다. 측정 데이터의 유형별 정상 범 에 근거하여, 신체 이상유형을 

구별하기 한 신호 수 을 선정하 다. 이상 신호가 계측되면 등  알람, 네트워크 카메라가 동시에 작동

하고, 센서 신호  비디오 데이터가 장된다. 

ABSTRACT

A black-box program was implemented in order to monitor abnormal symptoms of human body irregularly occurring during 

sleep. The system consists of sensor probing body signals, auxiliary devices such as the alarm, lamp, network camera, and signal 

monitoring computer. Various types of sensors, PPG, ECG, EEG, temperature, respiration sensor, G-sensor, and microphone were 

used to more exactly identify the causes of abnormal symptoms. If a symptom occurs, the system records the patient's condition 

to provide information being utilized in the treatment. The sensors are attached on some locations of body being proper to check a 

specific type of abnormal reaction. Based on the normal range and type of measurement data, criteria of signal levels were set to 

distinguish abnormal reaction. An abnormal signal being probed, the program starts to operate the lamp, alarm, and network 

camera at the same time and stores the signal and vide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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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상 으로 리 알려진 블랙박스는 항공기에 장착

되어 비행 기록을 장하여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비행기의 고도  속도, 동작 상태, 조종석 안

의 목소리, 제탑과의 교신 등을 기록하고 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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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1]. 최근에는 지능형 자

동차의 한 부분으로 사고 후의 일정 시간 주기로 

차량의 거동 정보와 차량의 작동 상태를 장하여 사

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고 기

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EDR: event data 

recorder)가 도입되고 있다[2].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

고 원인을 분석하기 한 목 으로 GPS를 이용한 

치정보, 사고 검지를 통한 충돌정보, 각종 운 자 조

작정보를 입력 받아 장하며, 사고 발생 후에 분석을 

통하여 사고 해석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용되

고 있다. 

이 게 각종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 로그

램을 이용하여 간헐 으로 이상증상이 발생하는 병을 

잠재 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용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은 문제 발생 시 에 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병에 한 원인과 치료방법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발병 시에 주변에 간병인이 있는 경우

에는 이들의 찰에 의하여 문제 발생에 한 정보를 

간 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혼자 이거나 수면 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 정보를 확보하

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병에 한 치료 시 을 놓치거

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한 발병 후 수분 이내에 

응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험해질 수도 있다. 

이 듯 환자가 직  의료기 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

아야 하는 병원 심의 의료서비스는 공간 , 시간  

등 서비스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각국

에서는 이러한 제한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고, 헬스 어 련 연구가 진행 에 있다

[3]. 필립스사의 경우 가정에 비치된 의료기기를 이용

하여 체 , 압, 심 도, 당 등을 측정하고, 측정된 

생체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 서버에 장한다. 

그리고 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강 리를 지원하는 

원격 모니터링 랫폼을 개발 에 있으며[4], 인텔사

은 컴퓨  성능향상, 정보 보안 기술, 무선 통합 기술, 

가상화 기술 등을 바탕으로 u-병원과 가정용 원격 모

니터링 시장 진을 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 

마이크로소 트사는 인터넷 기반의 환자 기록 데이터 

베이스 소 트웨어인 "Health Vault"를 개발하 고, 

퀼컴은 의료  헬스 어 서비스에 특화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을 진행

이다[5]. 그리고 헬스 어 기술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목을 통하여 일상 생활 에서 지

속 인 건강 리를 지원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6,7,8].

본 연구는 부정기 으로 발생하는 이상유형에 하

여 그림 1과 같이 분류하 고, 이러한 이상유형들 

에서 부정맥(arrhythmia)과 간질(epilepslly)  발작

(stroke), 경련(convulsion), 발열(pyrexia), 수면무호흡

증(sleep apnea)에 한 환자의 기증상 정보를 획득

하기 하여 생체센서를 선정하고, 센서의 부착 치

를 결정하 다. 그리고 수면 에 부정기 으로 발생

하는 신체 이상증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몸에서 이

상신호 발생 시에 일정시간 이 부터 정해진 시간 동

안에 생체신호 데이터  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장함으로써 증상에 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블

랙박스 로그램을 구 하 다. 

그림 1. 부정기 으로 발생하는 이상유형 
Fig. 1 Classification of symptoms irregularly occurring 

in the body

Ⅱ.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정기  발생 신체이상 모

니터링 블랙박스 로그램은 수면 에 발생하는 환

자의 신체 이상유형을 모니터링하기 해 다 채  

생체신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시스템의 체

인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시스템은 크게 생체센서  

G센서,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센서 부분, 등과 알

람,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성된 보조 장치 부분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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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모니터링하기 한 서버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으로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

를 설정하면 이를 감지할 센서부분을 통하여 다양한 

생체 신호를 획득하고, 획득된 생체신호는 서버 컴퓨

터에 송된다. 센서에서 발생한 신호 에서 설정된 

신호기 을 과하는 경우에는 보조장치가 작동되어 

등과 알람이 켜지고, 이 부터 정해진 시간 동안에 

환자에 부착된 센서에서 발생하는 센서신호와 동 상 

 소리를 장한다.

그림 2. 시스템의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system

2.1 생체신호 계측 방법

인체이상 유형에 한 자료조사를 근거로 생체신호

를 계측하기 한 센서를 선정하고, 부착 치를 결정

하 다. 심 도, 뇌 도, 맥박, 온도, 들숨과 날숨 시에 

흉곽의 부피변화를 측정하기 한 센서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생체신호들 에서 심 도는 심장

의 탈분극과 재분극시에 발생하는 생체 기를 피부에 

부착된 극을 통하여 측정한 그래 로서 P , QRS

군, ST-segment, T 로 구분할 수 있다[9]. 심 도 

계측을 하여 피지오랩사의 ECG-Amp  일회용 

극(Ag-Agcl), 실드 처리된 리드 이블을 사용하 고, 

(+) 극을 왼팔에 (-) 극을 오른팔에 그리고 지

극을 오른다리에 붙이는 표 사지유도 에서 Lead 

Ⅰ법을 용하 다. 뇌 도는 뇌 신경세포의 기  

활동을 두피에서 측정하는 것이며 비침습 , 연속 으

로 뇌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 으

로 정형 인 신호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나 상태에 따

라 주 수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고, 주 수에 따라 

δ, θ, α, β 리듬(rhythm)으로 분류한다. 간질이 있는 

경우에는 뇌의 특정 부 에서 흥분성이 증가하여 주

변으로 되는 상이 있으므로 진폭이 매우 큰 

형이 나타난다. 뇌 도 계측을 하여 피지오랩사의 

Bio-Amp  일회용 극(Ag-Agcl), 실드 처리된 리

드 이블을 사용하 고, (+) 극을 후두부에 부착하고 

(-) 극과 지 극을 이마 에 부착하여 뇌 도를 

측정하 다.

 

그림 3. 센서와 부착 치
Fig. 3 Body sensors and mounting positions

 

(a) Microphone          (b) G-sensor

그림 4. 마이크로폰과 G센서 
Fig. 4 Microphone and G-sensor

맥 는 심장에서 박출되는 액이 계를 따라 

말 으로 되면서  벽의 비선형  달특

성에 의해 형성되는 맥동성 형으로서 여기서는 

학  검출방식을 이용한 용 맥 (PPG)를 계측한

다. 용 맥  신호를 통해 류량과 맥 를 분석하

여 심 계에 있어 심박출량과 의 항성 성분

을 제시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심  기능의 모

니터링이 가능하다[10, 11]. 용 맥  계측을 하여 

피지오랩사의 PPG-Amp  용 맥  센서를 사용

하 고, 손가락 형(finger-tip type) 센서를 손가락에 

부착하 다. 

호흡센서는 들숨과 날숨 시에 흉곽의 부피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수면무호흡  

분당호흡수 측정이 가능하다. 분당호흡수를 계측하기 

하여 바이오팩사의 TDS201 호흡센서와 RSP100C 

Amp을 사용하 고, 호흡 센서는 밴드형으로 흉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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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 다. 한 체온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바이

오팩사의 TDS202B 온도센서와 SKT100C AMP을 사

용하여 센서를 겨드랑이에 부착하 다.

그 밖에 환자에 한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그림 4와 같은 마이크로폰과 G센서를 이용하

다. 마이크로폰은 환자의 신음소리 등과 같은 음성을 

측정하고, G센서는 3차원 자세를 측정하는 장치로써 

출력되는 자세각(yaw, pitch, roll)과 다양하게 데이터

를 가공하기 한 가속도 데이터  지자기 데이터와 

방 데이터를 출력한다. 각 센서들의 데이터들이 실시

간으로 측정되도록 시스템을 구 하고, 측정된 센서신

호를 토 로 신체의 이상 수 을 결정하 다. 

2.2 이상신호 수  설정

부정기 으로 발생하는 신체이상 유형을 모니터링 

하는 블랙박스 로그램을 구 하기 하여 이상신호 

수 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모듈에서 측정되는 체온  심박수, 분당호흡수, 마이

크로폰에서 측정된 음압 벨, G-센서의 치변화  

기울기 값을 상으로 정상과 이상 범 의 수 을 결

정하 다.

심박수  호흡 측정 모듈은 1분 동안의 변화를 실

시간으로 측정한다. 특히 심박수는 감정  주  환경

에 따라 측정값이 변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상 계

를 고려해야 한다. 정상범 는 600∼100회이고, 분당 

100회 이상을 빈맥이라고 하며, 60회 이하를 서맥이라

고 한다. 빈맥이냐 서맥이냐에 따라서 신체이상을 구

분하나 운동선수와 신생아의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심박수는 최  250회 이상이거나 최소 50회 이하가 

되면 응 상황으로 단한다[12]. 분당호흡수는 호흡

간격이 일정하고 규칙 인 성인을 기 으로 15∼18회

를 기 으로 선정한다. 수면 시에 12  이상 폐로 향

하는 기류가 형성되지 않을 때에 수면무호흡으로 간

주하여 이상신호로 선정한다.

체온은 11∼65세 성인을 기 으로 겨드랑이 부 의 

정상 체온범 인 34.7∼37.3 ℃를 기 으로 하고, 그 

이상이면 고열증상 그 이하이면 체온증으로 여기고 

이상유형을 단한다. 체온범 는 각 개인별로 큰 차

이가 있고, 측정 시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개인별

로 평소 측정을 통하여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신이나 부분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 상 없이 

속히 수축하는 경련 상의 경우에는 G센서의 치변

화  기울기 값의 변화 횟수를 토 로 이상유형을 

단할 수 있다. 한 추가 으로 마이크로폰을 장착

하여 기  음압 벨을 선정하고 환자의 신음소리 등

을 이상신호로 단한다. 여기서 미리 설정한 기

벨은 시스템을 작동하기 한 트리거(trigger) 기능의 

기 벨로 이용된다.

2.3 신호 모니터링 로세스

생체센서  마이크, G센서를 이용하여 발생신호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리고 

측정제어 로그램과 이들 센서에 필요한 신호 증폭

기와 이상신호 발생 시에 작동하는 등, 카메라  

알람 발생 장치가 포함된다. 블랙박스 기능을 가진 생

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로그램을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그림 5. 생체신호 측정 시스템
Fig. 5 The system measuring sensor signals

그림 6. 신호 모니터링 로세스
Fig. 6 Signal monito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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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용된 로그램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이 이상유형의 발생 시에 환자의 모습을 상으로 

장하고, 각종 생체신호 정보, 센서 정보 등을 장

한다. 항상 신호를 장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

서 제약이 있고, 심 데이터를 추 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의 일정시간 동안의 데이터

를 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블랙박스 로그

램의 특성을 본 연구에 구 하 고, 그림 6에 신호 모

니터링 로세스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재를 기 하

여 이 의 측정된 10분간의 신호를 항상 장하고 있

으며, 이상신호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간격으

로 계속 신호를 갱신하여 최근의 일정 시간의 신호를 

장하고 있다. 신체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알람  조

명, 네트워크 카메라가 작동되고, 이 의 측정된 신호

와 이후 시간 데이터를 합하여 하나의 일 세트로 

묶어 신호를 장하게 된다. 장이 완료되면 측정 

기 상태로 복귀하여 이를 계속 반복 으로 수행한다. 

Ⅲ. 블랙박스 로그램의 구 결과

가정에서 수면 시에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해 생체신호  환자의 거동 상태, 환자의 신음소

리, 동 상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  로그램을 

구 하 다. 시스템으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컴퓨터

에 모니터링하기 해서 LabView 9.03를 이용하여 

로그램을 구 하 다. 그림 7은 인체이상 유형 모니터

링 블랙박스 장치에서 이상유형을 설정하기 한 

로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의 (a)에서는 이상유

형이 발생하기 후의 측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샘

링 주 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7의 (b)에서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마이크로폰은 음압 벨, G센서는 

치변화  기울기의 변화횟수, 온도센서는 체온, 호

흡센서는 분당호흡수, 맥 센서는 분당심박수와 같은 

기 벨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된 기 벨 이상의 

값이 계측되면 트리거 기능이 작동되어 알람  등

이 작동되고, 환자의 상  센서의 데이터 값들이 

장된다. 그리고 장된 값들은 그림 7(a)의 상단에 

치한 달력에 표시되고, 표시된 날짜를 선택하면 센

서 데이터  동 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 벨을 설정하고 로그램을 구 한 결과를 그

림. 8에 나타내었고. 이상신호 발생에 따른 블랙박스 

로그램의 구 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a) 에는 출력한 센서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

으며 상단부터 맥 (PPG), 심 도(ECG), 뇌 도(EEG), 

음압 벨(SPL), 분당호흡수(Respiration)를 계측하 다. 

그림 8(b)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송된 상자료 

데이터이며, 아래 부분은 G센서의 데이터  분당심박

수, 체온을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장된 생체신호 

 뇌 도  심 도는 기 벨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상유형이 발생하면 일정시간 동안의 데이터 

값이 장되어 다른 센서 신호들처럼 문가가 이상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 자료로 제공된다.

(a) General measuring setting

(b) Trigger level setting

그림 7. 시스템 구 을 한 로그램
Fig. 7 Program setting for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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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veforms measured from body sensors

(b) Measured video and sensor data

그림 8. 이상신호 모니터링 로그램
Fig. 8 Abnormal reaction monitoring program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면 에 부정기 으로 발생하는 

인체 이상유형에 한 모니터링 블랙박스 시스템  

로그램을 구 하 다. 여러 생체신호 에서 맥 , 

음압 벨, 분당호흡수, 체온, G센서, 심 도, 뇌 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리고 계

측된 맥 , 음압 벨, 분당호흡수, 체온, G센서 에서 

이상유형이 발생하면 등  알람, 네트워크 카메라

를 제어하고, 일정시간 동안의 데이터만 장할 수 있

는 블랙박스 타입의 데이터 장 로그램을 구 하

다. 이 모니터링 블랙박스 로그램은 자료 장이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방 하지 않고, 자료 추 이 매우 용이하다.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환자의 문제 발생에 한 명확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개시 시

을 단축하고 효과 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상

된다.

향후 실제 환자를 상으로 블랙박스 로그램에 

한 실효성을 검사하고, 문가와 함께 계측된 인체 

이상유형 정보들에 한 신뢰도를 확인할 것이다. 

한 실제 환자의 각 개인마다 신체 이상유형이 차이가 

있다는 을 고려하여 이상유무가 발생한 환자에 

해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상 유무에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문가 시스템

을 개발하여 인체 이상 유무에 한 정확한 단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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