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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투-피어 스마트워치 시스템을 위한 바이오 센싱 데이터
동기화

Bio-sensing Data Synchronization for Peer-to-Peer Smart Watch 
Systems

이태규*

Tae-Gyu LEE*

요 약 최근, 스마트기기의 기술 및 사용자의 급증과 더불어, 스마트워치 시장이 성장하고, 그 효용성 및 사용성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워치의 강점은 웨어러블 휴대성, 응용의 즉시성, 데이터 다양성 및 실시간성 등이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제약,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크기 제약, 메모리 제약 등

의 한계성을 지닌다. 또한, 개발자 및 표준 디바이스, 운영체제 표준 모델, 킬러 애플리케이션 모듈 등의 보완 필요성

이 제기된다. 특히, 스마트워치는 사용자의 생체정보 모니터링 및 응용이 주요한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스

마트워치의 생체정보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체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센싱 데이터를 원격

스마트폰 또는 로컬서버저장소로 안정적인 피어-투-피어 전송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시스템에서

무선 원격 피어-투-피어 전송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기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동기화 방법에 기초한 무선

피어-투-피어 전송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비동기 전송 프로세스와 제안 동기 전송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전송량 증가에

따른 전송 효율화 방법을 제안하다.

주요어 : 스마트워치, 피어-투-피어, 바이오 센싱, 전송 동기화, 전송 복구

Abstract Recently, with the rapid increase in technology and users of smart devices, the smart watch market 
has grown, and its utility and usability are continuously expanding. The strengths of smartwatches are wearable 
portability, application immediacy, data diversity and real-time capability. Despite these strengths, smartwatches 
have limitations such as battery limitations, display and user interface size limitations, and memory limitation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developers and standard devices, operating system standard models, 
and killer application modules. In particular, monitoring and application of user's biometric information is 
becoming a major service for smart watches. The biometric information of such a smart watch generates a large 
amount of data in real time. In order to advance the biometric information service, stable peer-to-peer 
transmission of sensing data to a remote smartphone or local server storage must be performed. We propose a 
synchronization method to ensure wireless remote peer-to-peer transmission stability in a smart watch system. 
We design a wireless peer-to-peer transmission process based on this synchronization method, analyze 
asynchronous transmission process and proposed synchronous transmission process, and propose a transmission 
efficiency method according to an increase in transmission amount.

Key words : Smart watch, peer-to-peer, bio-sensing, transfer synchronization, transmission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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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기기의 기술 및 사용자의 급증과 더불어,

스마트워치 시장이 형성되고, 그 효용성 및 사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5]. 스마트워치의 강점은

웨어러블 휴대성, 응용 즉시성, 응용 확장성, 시스템 연

동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제

약,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크기 제약, 메모

리 제약 등의 한계성을 지닌다. 또한, 개발자 및 표준

디바이스, 운영체제 표준 모델, 킬러 애플리케이션 모듈

등의 미비점 보완 필요성이 제기 된다.

특히, 스마트워치 사용자의 생체정보 모니터링 및 분

석평가가 주요 응용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워치 생체정보 서비스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생성한다. 생체정보 부가 응용서비스가 지속적

으로 확장되고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원시데이터가 원

격 스마트폰 및 스테이션 서버 저장소에 안정적으로 전

송 및 저장되어야 한다.

스마트워치는 무선 원격 저장시스템과 통신하기 위

해서 LTE/5G와 같은 광역무선망을 이용하거나, 근거리

무선망 WIFI를 이용하거나, 초근거리 블루투스

(Bluetooth)를 이용할 수 있다 [6-8]. 현재 가장 일반적

인 스마트워치의 네트워크 구성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

해서 스마트 앱 및 응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한

다. 이러한 블루투스 통신은 초근거리 전송거리에 기반

을 둔 주로 소량의 잦은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PC

주변기기 또는 모바일 기기 등의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로서, 대표적인 기술이 블루투스이다.

블루투스는 1994년에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한 디지

털 통신 기기를 위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 산업 표준

이다. ISM 대역에 포함되는 2.4～2.485GHz의 단파

UHF 전파를 이용하여 전자 장비 간의 짧은 거리의 데

이터 통신 방식을 규정한다. 블루투스는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정도의 거리를 둔 정보기기 사이에, 전파를

이용해서 간단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블루투스는 송신된 데이터가 패킷으로 분할되고, 각

패킷은 지정된 79개의 전통적인 블루투스 채널들 중 하

나에 전송된다. 각 채널은 1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블

루투스 4.0 이후로 40개의 BLE 채널에 2MHz의 간격을

사용한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

해서 채널을 초당 1600번씩 바꾸면서 동작한다. 채널

사이를 의사 랜덤하게 도약하거나, 적응형 주파수 도약

을 사용해서 특정 채널에 잡음이 강하거나 혼선이 일어

나는 문제 등을 감지해서 그 채널을 제외하고 주파수를

도약시킨다. 따라서 블루투스 채널은 잡음 내성인 채널

을 유연하게 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블루투스가 타 무선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

점이라면 역시 호환성이다. 요즘 나오는 휴대용 전자제

품에서는 필수가 되어 블루투스가 지원 안 되는 제품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다. 그리고 지원기기간의 호

환성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해서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연결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에서는 기본사양이

된 지 오래고 MP3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냉장고나 텔레

비전, 리모콘, 자동차에도 쓰인다.

스마트워치에서 수집한 바이오 센싱 데이터는 단위

시간당 대용량 데이터 크기와 높은 실시간성을 갖는다.

이러한 스마트워치의 바이오 센싱 데이터를 서버 저장

소로 무선 원격 전송하기 위해서는 통신 채널의 실시간

대역폭 및 연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스마트워치 시스템의 기본 전송

구조(basic transfer structure)인 무선 원격 피어-투-피

어(peer-to-peer, P2P) 바이오센싱 데이터 전송을 안정

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오 데이터의

논리적 전송 일관성을 보장하는 동기화 프로세스를 제

안한다. 전송 프로세스 동기화(synchronization)에 기초

한 송수신 무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채널의 상태를

동적으로 감지하고 전송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즉, 피어-투-피어 스마트워치 시스템을 위한 바이오 센

싱 데이터 동기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때 스마트워치 피어-투-피어 전송 시스템은 스마

트워치 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대 저장서버(PC, 서버

등) 등으로 그림 1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림 1. 스마트워치 전송 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
Figure 1. Smart watch transfer system and network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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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사용자는자신의생체정보를근거리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또 다른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PC, 로

컬 저장서버 등에 전송 및 저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정보 P2P 전송시스템의 스마트폰

대 스마트워치 구성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P2P 연구성과는향후스마트폰대 PC 등의확장시스템

으로 용이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정형화된생체데이터는동기화를위해서주기적으로

동기점(Sync point)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기적 체크포인트는 데이터 손실 복구 시 데이

터프로세스스냅샷을제공하여최적복구시점을제공한

다. 또는체크포인트의순서번호(sequence number)에 따

라 데이터 손실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전통적인프로세스관점의동기화방법은크게두가

지로 체크포인트(checkpoint)와 로깅(logging)을 수행하

였다 [9,10]. 로깅 방법은 전송프로세스 복구시, 복구시

간을최소화하기위해최신체크포인트주기이후로부터

전송 수행과정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백업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체크포인팅방법보다 (전송) 복구시간을최소

화되나, 전송 프로세스 백업 저장 시간 및 저장 공간이

커진다는 이슈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체인 스

마트워치대스마트폰 P2P 전송프로세스에서는로깅방

법과주기적인체크포인팅방법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

있는 동기점(Sync point)을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기적 체크포인트 방법과 유

사하게 주기적인 동기점(Sync point)을 정의하고, 전송

프로세스의 전송 프레임 단위의 순서번호, 단위주기 전

송용량등으로구성되는스냅샷(snapshot)을 주기적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동기점은 P2P 전송 프로세스 상에서

전송성공, 실패, 복구에대한송수신전송프로세스간의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송 무결성을 보장한다.

Ⅱ. 피어-투-피어 스마트워치 시스템

스마트워치기반바이오센싱데이터피어-투-피어전송

프로세스는다음과 같은일상적인시나리오로구성된다.

첫번째스마트워치사용자의생체정보를실시간으로센

싱한다. 센싱된 데이터는 디지털로 변환되고, 일정한 형

식으로 구성된다.

그림 2와 같은피어-투-피어(1:1) 전송구조에서, 스마

트워치는 생체정보 센싱에 초점화(oriented)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생체정보의 로컬저장소 역할에 집중되어 있

다.

그림 2. 스마트워치 P2P 전송 구조 및 프로세스
Figure 2. Smart watch P2P transfer structure and process.

스마트워치 생체정보시스템의 확장구조가 필요한 경

우에 스마트폰이 릴레이(relay) 전송 구성요소로서 PC

또는 서버 등의 외부 저장소가 부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정보 P2P 전송시스템의 스마트폰

대 스마트워치 구성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P2P 연구성과는향후스마트폰대 PC 등의확장시스템

으로 용이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컴퓨터 및 정보 분야에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의

노드는 개별적 피어(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역할을 수

행한다. 일반적으로 각 노드는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

P2P 아키텍처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오늘날 P2P 아키텍처는 웹 검색 엔진, 스트리밍 플랫

폼, 온라인 시장 및 웹 프로토콜을 포함한 다양한 분산

화된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각 노드는 다른 노드로부터 파일을 다운받거나 다른

노드에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P2P 네트

워크가 클라이언트 기기가 중앙화된 서버로부터 파일

을 다운받는 보다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P2P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장치는 로컬저장소에 저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유한다.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

기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장치에서 파일을 찾거나 다운로

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다운

로드한 다음부터 이는 해당 파일의 출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노드는 클라이언트로 기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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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다른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

다. 그러나 이들이 서버로 기능할 때는 다른 노드가 파

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출처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로는 두 기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P2P 블루투스 네트워크 구성

은 다음과 같다. P2P 전송채널 수에 따라 단일전송채널

과 다중전송채널로 구성된다.

단일전송채널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단위전송채널을

구성하고 낮은 전송대역폭을 지원한다. 단일전송채널은

채널 단절 시, 전송 복구지원을 위한 데이터 백업용량

이 적고 복구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단일채널은 외부 무선 잡음 환경에 취약하고, 전송

채널 단절 시, 전송 불가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무선

채널 안정성이 취약한 구성이다.

다중전송채널은 두 개 이상의 단위전송채널을 구성

하여, 높은 전송대역폭을 지원한다. 전체 다중채널의 실

시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분 채널 연결을 지원한다

면 생체정보 전송채널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

분 단절에 따른 실시간 생체정보 백업이 필요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다중전송채널의 완전 단절 시, 다중

채널의 대역폭을 유지하여 생체정보 버퍼링을 유지해

야 한다면, 단위시간당 백업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메모리 수요량이 비례하여 증가한다.

스마트워치의 바이오센싱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

송하기 위한 전송 프로세스는 센싱, 송신측 주기적 체

크포인트, 블루투스 무선전송, 블루투스 수신, 수신측

체크포인트 기반 동기화 확인, 데이터 저장소 저장 등

으로 수행된다.

Ⅲ. 바이오 센싱 데이터 전송 동기화

스마트워치 클라이언트 앱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

체정보 전송 작업을 수행한다. 스마트워치 앱은 스마트

폰의 서버 앱과 연결되고, 전송 동기화가 진행된다.

여기서 동기화 방법은 최신 동기점 주기(last sync

point period) 또는 지정 우선순위에 따라 주기적으로

동기화 된다. P2P 양측 앱 가운데 지정 우선순위 또는

체크포인트 우선순위에 선택받지 못한 앱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는 무시되어 손실(memoryless)상태가 되고, 이

후에 상대방 앱의 동기화 정보에 의존하여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소프트워치의 생체정보 전송프로세스는 그림3과 같이

정상적인 정보전송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전송 오류

(fault) 발생에따라전송실패상태프로세스를진행한다.

그림 3. 생체정보 전송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Figure 3. The state transition diagram of bio-information

transfer process.

정상적인 무선 전송 프로세스에서 외부 모바일 환경

에 따라 전송 실패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전송 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다.

짧은 단절 전송 프로세스는 재연결 대기를 통해서 신속

하고 안정적인 전송 복구를 수행한다. 긴 단절 전송 프

로세스는 손실 및 무손실 요구사항 선택에 따라 대응한

다. 손실 실시간 전송 프로세스는 저장된 최신 체크포

인트를 기준으로 체크포인트 순서 번호(Sequence

number)를 주기적으로 업카운트(Up-count)를 진행한

다. 무손실 실시간 전송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 클라이

언트 로컬 저장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 연구는 단일 임계값(single threshold value) 기준

을 가정함에 따라 그림 3의 전송 프로세스 실패 상태를

두가지과정으로구분하여처리한다. 첫번째일시적단

절에따른빠른 전송프로세스복귀(fast recovery)를 지

원한다. 두번째장시간단절에따른늦은전송프로세스

복귀(lazy recovery)를 지원한다.

스마트워치에서수집한아날로그생체신호에대해그

림 4와 같이 전송 동기화 주기를 정의하고, 단위 주기마

다 일정한 크기의 고정된 디지털 생체정보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그림 4. 아날로그 및 디지털 생체정보 전송 프로세스
Figure 4. Analogue and digital bio-information transf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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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데이터포맷이일정한경우는단위용량(size) 기

반 동기점 주기를 정의한다. 중간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

한 경우는 동기화 포인트 주기의 다음 위치를 정의하기

가어렵다. 손실전송복귀가시작된위치에서즉시동기

점 주기를 리셋(reset) 하거나, 무손실 전송 복귀인 경우

는 지정된 단위 전송용량이 완성된 후에 동기점 주기를

다음 주기로 정의한다.

단일전송채널 경우는 전송률(비트율)에 따라 단위 전

송용량 균일하고, 일정 전송량의 단위 전송 주기가 균일

한 특징을 가진다. 멀티전송채널 경우는 높은 전송률을

가지므로 단위 시간당 전송용량이 커지고, 일정 전송량

의 단위 전송시간이 단축된다.

그림 5는 스마트워치(Pi) 대 스마트폰(Pj)의 P2P 구조

에 기초한 생체정보 전송프로세스의 다양한 전송시나리

오를보여준다. 스마트워치 Pi와스마트폰 Pj는연결지향

전송채널이구축되고, 각각초기동기점 Pi0와 Pj0로초기

화한다. Pi의 전송개시에 따라 정상적인 전송이 진행되

고, 일정한 동기점 주기의 시간이 지나면 동기점 카운트

가 증가하여 Pi1의 주기적인 동기화가 진행된다.

그림 5. P2P 전송 프로세스 및 동기점
Figure 5. P2P transfer process. and sync points

동기화주기카운트(count)는 일정한디지털비트율에

기초한일정한전송데이터의단위크기또는단위전송

시간 주기 마다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구현한다.

임의의송신측동기점주기 Pik에서짧은전송단절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일정한 시

간지연(Dloss) 내에서전송복구가이루어졌다. 이때지연

된수신측의 Pjk의동기점카운트는정상적으로증가하고

스냅샷 저장도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임의의 송

신측동기점주기 Pil에서긴전송단절이발생하여수신

측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지연(Dloss)

내에서 전송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수신측의

Pj1의동기점카운트만증가시키고스냅샷손실을허용한

다.

Ⅳ. 분석 및 결과

스마트워치 및 P2P 시스템 구성은 블루투스 같은 근

거리 전송채널에 기초한다. 무선 전송 채널에 의해, 스

마트워치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같은 로

컬 에이전트로 전송한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생체정보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전송되거나, 짧은 단절 또는 긴 단절 등의 채널 전송

상태를 보인다.

짧은 전송 단절은 긴 전송 단절에 비해 확률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단기 단절은 장기 단절에 비

해 적은 버퍼링 백업 공간을 필요로 한다.

긴 단절은 보다 큰 버퍼링 백업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의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집된 생체정보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짧은 단절 실패의 낮은 빈도수는 스마트워치 백업

전송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연속

적인 단절 빈도수가 높아지면 메모리 공간효율 및 전송

효율이 급격히 나빠진다. 짧은 단절은 긴 단절에 비해

적은 버퍼링 백업 공간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단일 P2P 전송채널의 실패율이 10-6이라

고 가정한다. 다음 그림 6은 전송 데이터 용량이 증가

함에 따른 전송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100 메가바이트

단위의 동기화 주기 기반의 전송소요시간(Ts)과 비동기

화 기반의 전송 소요시간(Tf)을 비교한다.

그림 6. P2P 비동기 및 동기 전송 효율 비교
Figure 6. Comparisons of non-synchronization and

synchronization P2P transfer 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전송채널이 단일 전송채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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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기화 기법에 기초한 실시간

생체정보의 손실정도에 따른 복구 시간지연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악의 경우(worst case)는 실시

간 손실 데이터가 동기점 주기(δ)만큼 지연되어 복구

전송되는 것이다. 둘째, 최선의 경우(best case)는 송신

데이터가 없이 지연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셋

째, 평균적인 경우(average case)로서, 손실정보가 절반

정도(1/2·δ)이며 복구 전송ㄷ시간지연이 동기점 주기의

절반만큼 지연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기반 P2P ㅈ너송 프로세스 구

조와 동기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대용량 실

시간 생체정보의 블루투스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전송

프로세스 동기화 방법을 기술하였다. 또한 실패 시 동

기화 프로세스 복구 및 유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치 기간 실시간 생체정

보 응용서비스의 안정성 및 확장성을 위한 기초 운용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주요 과제는 전송 프로세스

안정화 및 복구시간 단축에 따른 전송서비스 효율화이

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블루투스를 중점을 둔 무선

전송 채널의 동기화 방법을 확장하여 와이파아(WiFi)

전송 프로세스 환경에서의 동기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대 스마트폰의 단일 P2P 전송

네트워크 구성을 확장하여, 다중 연결(multiple step)

P2P 전송 구조에 기초한 P2P 전송 프로세스 일반화 방

법을 연구할 것이다.

본 동기점 주기 전송 복구 방법은 랜덤 실패 전송 모

델을 가정하고, 기존의 비동기점 실시간 전송채널 기반

데이터전송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구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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