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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운동량 측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신체활동 부족(physicalinactivity)은 근대화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심혈
관질환 관련 사망률의 주된 위험 요인이다.따라서 섭취하는 에너지에 비하여 활
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이로 인하여 고혈압,당
대사장애,이상지혈증 및 복부비만 등의 증상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
과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와 SD Memory,ZigBee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
텅링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하여 연속적인 activitypattern
인식을 통한 이상 건강 징후 자동 포착하고,자동적인 에너지 소모를 추정하는 지
능적인 알고리즘 제어를 통해 개인의 건강신호의 변화,치료 효과 등을 자동 분석
하여 개인의 쾌적한 건강상태 유지 및 향상을 추구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한 Pedometer는 Accelerometer를 이용하여 하루에 걸음수를 카운팅하고,이
동거리,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 5명의 건강한 성인의 가속도 신호를 획득
하여 뷰어 프로그램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걸음수 검출 및 이동 거리 검출 실험에
서는 피실험자의 허리에 만들어진 장치를 부착하여 장애물이 없는 건물 내의 평
평한 복도와 장애물이 없는 외인 운동장에서 각각 1분 동안 3가지 상태의 걷기를
하였고 이동거리는 100m,200m 300m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움직임에 대한 신호 검출은 장애물이 없는 실내의 복도와 일반 사무실,사
무실 의자,계단과 실외의 운동장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장치는 휴대용 장치인 만보계와 수신을 하여 PC에 전송해주는
수신 장치로 나누어서 개발 하였고 휴대용장치는 제어부,가속도센서,Zig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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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USB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하였고,수신 장치는 제어부,ZigBee,USB인
터페이스로 구성하여 제작 하였다.
보행 가속도 데이터를 측정하기 일반적인 만보계와 같이 허리에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샘플링 주파수는 175Hz로 A/D 변환하여 획득한 보행 가속도 신호
를 가속도 센서부와 제작한 무선모듈 장치를 이용하여 수신장치에 전송하였고 이
수신 장치는 PC와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PC에 데이터를 전송 하였다.또 한
175Hz로 샘플링 한 결과를 50Hz로 다운 샘플링 하여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걸음
수 검출 및 이동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사용하였다.

핵심되는 말 :Pedometer,ZigBee,Accelerometer,걸음수,이동거리,소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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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다.따라서 섭취하는 에너지에
비하여 활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이로 인하여
고혈압,당대사장애,이상지혈증 및 복부비만 등의 증상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심
혈관 질환과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한다.대사증후군은
수십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이미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23%가 대사증후군에 이환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미국과 비슷하고 아
시아에서 가장 높은 실정에 있다.당뇨병의 예방에 있어서는 약제보다 오히려 식
사습관의 변화와 더불어 운동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혈압,고지혈증 등을
치료하는데 운동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스트레스를 줄이는 정
신적,사회적인 효과까지 나타낸다.
운동은 당뇨병환자에 있어서 식사요법 및 약물요법과 함께 중요한 치료방법 중의
하나이다.그러나 당뇨병환자의 운동습관에 대한 연구를 보면 환자의 52.5%가 운
동을 하고 있고 47.5%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1]미국에서는 66%의 당뇨
병환자들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당뇨병이 아닌 사람들의 운동 참
가율인 59%보다 높지만,당뇨병에 있어 운동이 중요한 치료 방법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많은 당뇨병환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있다.[2]운동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당뇨인과 비당뇨인 간의 운동 양상의 차이를 보면,당뇨병환자들은
비당뇨인에 비해 운동의 횟수나 지속시간,일주일간의 운동량에는 차이가 없었
다.[1]
그러나 운동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 강도 높은 운동인 조깅,테니스,댄스,사이
클링,스키보다는 저강도의 운동인 걷기를 선호하였다.[2]우리나라 당뇨병환자들
의 경우도 가장 선호하는 운동이 걷기와 등산이므로,당뇨병환자에 있어서 운동을
권유하거나 시작하게 할 경우,걷기는 쉽게 접근하여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1]



- 2 -

걷기는 일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특히 운동 부족이
유발되기 쉬운 현대 생활에서 걷기는 이동 목적 이상으로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
한 하나의 운동 형태로써 이용된다.그리고 걷기 운동은 특별한 기술 또는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상해의 위험 없이 실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걷기 운동의 효과로는 신체조성 변화,유산소 능력과 심혈관
계 개선,유연성과 근력향상,그리고 골밀도 증가 등이 포함 된다.또한 인지력의
향상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증세의 호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걷기 운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객관적으로 환자들에게 추
천할만한 프로그램과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와 SD Memory,ZigBee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
텅링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하여 연속적인 activitypattern
인식을 통한 이상 건강 징후 자동 포착하고,자동적인 에너지 소모를 추정하는 지
능적인 알고리즘 제어를 통해 개인의 건강신호의 변화,치료 효과 등을 자동 분석
하여 개인의 쾌적한 건강상태 유지 및 향상을 추구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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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만만만보보보계계계(((PPPeeedddooommmeeettteeerrr)))
Hatano는 건강증진을 언급하면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행 수가 증가 하면 혈압과 체지방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또한,Hatano는 일본
남성이 하루 10,000보 걷는 것은 하루 333kcal의 에너지를 추가로 소비하는 것으
로 추정했다.일본과 국내에서는 보행계수기를 �만보계�라고 부르며 10,000보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의미한다.[3][4]
건강을 위해 권장 하는 운동량으로 하루 목표 보행 수는 많은 장점이 있다.우
선 목표 보행 수는 체격과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Kcal를 단
위로 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권장할 경우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같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목표 보행 수는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젊은 층은 달리기나 격렬한 스포츠를 하면서 보행수를 채우고 중년 성인층
은 활기찬 걷기(briskworking)를 수행하면서 보행 목표를 달성하고 장년층은 자
신에 맞는 적정수준에서 걷기를 수행하면 된다.[5]이러한 신체활동은 ACSM,
CDC,그리고 U.SSurgeonGeneral에서 국가적으로 추천 하고 있는 신체활동 권
장량인 30분 활기찬 걷기와 일치 한다.[6]하루 10,000보 걷기와 전통적인 공중 건
강 신체활동 지침 권장량과 비교한 결과 활동량이 거의 일치함을 발견했다.구체
적으로 하루에 30이상 걷기를 수행한 참여자들 중 73%가 10,000보에 도달했으면
이와 반대로 걷는 시간이 30분미만으로 보고된 참여자 중 29%만이 10,000보를 달
성했다.[7]
하루 10,000보 걷기 권장량은 목표 제시가 간편하고 단순하여 목표 보행수를 달
성하려는 참여자들은 현재까지의 활동 수준(현 보행 수)을 보행계수기를 통해 즉
각적으로 피드백(instantfeedback)을 받을 수 있다.특히 하루 10,000보 걷기 권장
량은 격렬한 운동을 싫어하거나 신체 활동에 장애를 가진 좌업인 에게 도움이 된
다.[8]연구자들은 좌업근로자이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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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하루 5,000보에서 6,000보를 걷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 했다.[9].이
러한 좌업 근로자를 하루 10,000보 걷는 습관으로 각각 4,000보,5,000보 증가시키
는 것은 하루에 3.2km를 더 걷게 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다.미네소타에 있는 The
HealthPartnersCenterforHealthPromotion에서는 하루 10,000보 걷기 프로그램
을 홍보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보행계수기를 공급해 주고 이 프로그램
안내자는 비활동적인 수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신체활동
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건강을 위하여 하루 10,000보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할당하거
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등의 크고 작은 불편함 없이 매운 단순하고 간편하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보행계수기를 통
해 현 활동수준을 즉시 알 수 있어 목표달성 측면에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현재 선진국에서는 신체 활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시 하루 활동
목표를 30분 활기차게 걷기보다는 하루 10,000보 걷기 권장량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Health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차고 다니는 것만으로
도 간단하게 우리의 걸음 수(StepofNumber)를 계산하고,이동거리(Distance),하
루 칼로리(Calorie)소모량으로 TotalData로 자가 진단이 가능해 현대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보조수단으로 항상 우리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랑 할 수 있는 디바이스
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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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ZZZiiigggBBBeeeeee
222...222...111ZZZiiigggBBBeeeeee정정정의의의
ZigBee란 IEEE802.15.4기반으로 저 전력과 저가격을 목표하는 저속 근거리 개
인 무선통신의 국제 표준 스펙이다.ZigBee는 전력소모가 적고 칩 가격이 저렴하
고 통신의 안정성이 높아 최근 가장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기술이다.
ZigBee는 IEEE802.15.4표준의 물리 PHY와 매체접근제어 MAC계층 위에 그
상위계층으로 네트워크(NWK)계층,응용지원(APS)계층과 보안(Security)및 응용
(APL)을 규격화하였다.ZigBee의 물리 PHY계층은 간단한 구조이며,MAC 계층
은 전력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되었다.ZigBee는 원격제어,원격관리,원
격모니터링에 적합하고 가정자동화,공장자동화,산업자동화에 활발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 PHY:Physical
• MAC:Medium AccessControl
• APS:ApplicationService
• APL:ApplicationLayer
ZigBee통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배터리 하나로 수년을 견딜 수 있
고 시스템 구조가 간결하여 8비트 마이컴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물론 무선의 장
점인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백본이나 인프라가 필요 없어 설치나 관리가 쉽다.
국내의 u-IT839전략과 더불어 홈오토메이션과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환경 구
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신기술로 전망된다.
ZigBee는 모든 기능을 가진 팔방미인이 아니라 오직 무선감지와 제어 및 모니
터링만을 강조한 무선통신스펙으로 볼 수 있다.ZigBee는 반경 75m 정도의 근거
리에서 27개의 주파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저속인 250Kbps로 데이터를 전송
하며 최대 65,536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기본적인 Star네트워크 형태나
P2P(Peer-to-Peer)네트워크 형태는 당연히 지원되고,ZigBee와 유사한 다른 무선
표준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Mesh네트워크 형태를 지원해서 복잡한 네트워크형성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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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팔방미인 격인 Bluetooth와는 대조적으로 오직
원격 감지,감시,제어,모니터링의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ZigBee는 저 전력을 위한 여러 가
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쉽게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필요한 경우 빠르게 깨어나 네트워크에 연결된다.ZigBee는 표준화된 규
격이어서 자료제공이 원활하며 설계하기 쉽고,따라서 개발기간도 단축할 수 있
고,개발비용 역시 다른 표준보다 적게 요구되고 네트워크의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최대 6만개 이상을 연결할 수 있다.

그림 2.1IEEE802.15.4와 ZigBee의 계층구조
ZigBee네트워크는 Mesh망이 지원되어 두루 넓게 센서노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합하다.현재로서는 이 같은 특징을 갖는 유일한 솔루션이다.ZigBee계층구조
는 다음 그림처럼 IEEE802.15.4는 물리 계층인 PHY 계층과 데이터의 충돌방지
기술이 적용된 MAC 계층으로 구성된다.이들 계층 위에 ZigBee는 네트워크
(NWK)계층과 응용지원(APS)계층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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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ZZZiiigggBBBeeeeee스스스펙펙펙과과과 IIIEEEEEEEEE888000222...111555...444표표표준준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ZigBee스펙은 IEEE 802.15.4-2003표준을 골격으로 하였다.IEEE 802.15.4는
LW-PAN 이라고도 부르는데 저속 개인영역통신의 국제 표준이다.IEEE는 전기
전자 엔지니어 협회 (InstituteofElectricalandElectronicsEngineers)의 머리 글
문자로서 전 세계 175개국에 36만여 명의 전문가 회원을 둔 국제단체이다.이
단체에서 국제 표준 제정도 담당하고 있다.이 단체의 IEEE803.15연구회의 작업
그룹 4(WG4)에서 2003년에 IEEE802.15.4표준을 완료하였고,추가적인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ZigBee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제민간단체인 ZigBee연합(Alliance)이 만들어
졌고,이 단체가 IEEE802.15.4를 기반으로 표준 스펙을 제정한 것이 ZigBee스
펙(Specification)이다.ZigBee 와 IEEE 802.15.4 의 관계는 ZigBee 가 IEEE
802.15.4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ZigBee는 계층구조를 이루는데,하위계층이 IEEE
802.15.4이며 상위계층이 ZigBee로 구성이 된다.

그림 2.2ZigBee와 IEEE802.15.4의 관계

ZigBee와 IEEE802.15.4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 ZigBee표준 =IEEE802.15.4+ZigBee스펙
• IEEE802.15.4=PHY+MAC
• ZigBee스펙 =NTW +APS+{Security,Z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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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333ZZZiiigggBBBeeeeee계계계층층층구구구조조조
ZigBee의 구조는 IEEE802.15.4를 포함한 계층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다.ZigBee
의 스택은 4개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PHY,MAC,NWK,APS로 나눈다.
이중 물리(PHY)계층과 매체접근제어(MAC)계층은 IEEE802.15.4에서 정의 된 것
을 그대로 사용하며,네트워크(NWK)계층과 응용지원(APS)계층을 ZigBee연합
에서 스펙으로 추가하였고,그 위의 계층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 위치된다.
IEEE802.14.4표준 에서 정의 하는 2개의 계층은 PHY/MAC계층이며
• 물리 PHY계층 – 무선(RadioFrequency)
• 매체접근제어 MAC계층 – 충돌방지
ZigBee연합에서 정의한 스펙은 NWK계층과 APS계층이다.
• 네트워크(NWK)계층
• 응용지원 APS계층
그리고 ZigBee연합에서는 보안과 ZDO 에 대해서도 표준화 하였다.
• 보안 SSP(SecurityServiceProvider)
• ZDO(ZigBeeDeviceObject)
ZigBee표준을 따르는 제조사에서는
• 응용(APL)계층에 대해 정의하고 프로그램하여 ZigBee제품을 제작한다.
• 응용프로파일을 활용하여 프로그램하여 상호호환성을 유지한다.
•물리 PHY계층:IEEE802.15.4PHY물리계층은 직접 시퀀스(DirectSequence)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회로 수준의 높은 결합을 제공해야 하고 저렴한 구현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매체접근제어 MAC계층:IEEE802.15.4MAC매체접근 제어 층은 쉽게 여러 가

지 망 형태를 사용을 허가하여 많은 수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NWK계층 및 네트워크 응용지원 APS계층:이 계층은 저 전력으로

전송이 가능하며,엄청난 수량의 노드를 제공하며 네트워크의 확장도 허락한다.이
계층은 ZDO(ZigBeeDeviceObject)를 포함하고,사용자정의 응용프로파일과 응용지
원(APS)부분계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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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원 부분계층은 두 기기 간에 통신할 때 테이블이 매칭 되도록 하고,어느
기기든 작동영역 내에 다른 기기를 찾고 구별할 수 있는 책임도 갖는다.네트워크
에서 기기의 특성(코디네이터,FFD 또는 RFD)결정에 대한 책임과 바인딩
(binding)요청에 대해서 받음(commencing)과 회신(replying)응답을 해야 하며,
ZDO 내에서 기기가 휴면하는 사이의 안전한 관계를 보장해야 한다.사용자 정의
응용이란 ZigBee표준을 따르는 종단기기를 의미한다.

표 2.1ZigBee스택의 구조의 계층별 구분

계층 ZigBee스택의 계층 명칭 계층에 대한 관리
5 ApplicationLayer(APL) ZigBee적용 제조회사
4 ApplicationSupport(APS)Layer

ZigBeeSpecification
3 Network(NWK)Layer
2 Medium AccessControl(MAC)Layer

IEEE802.15.4Standard
1 Physical(PHY)Layer–.Radio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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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444ZZZiiigggBBBeeeeee와와와 IIISSSOOO---OOOSSSIIILLLaaayyyeeerrr비비비교교교
OSIReferenceModel IEEE802ReferenceModel

Application
UpperLayerProtocolPresentation

Session
Transport
Network LLCServiceAccessPoint

(LSAP)
DataLink LogicalLinkControl

Medium AccessControl

Physical

Physicallayer convergence
Procedure

Physicalmedium dependent

Medium (Radio)
그림2.3OSI참조모델과 IEEE802참조모델의 비교

Layer
7LayerISO-OSI

Model
Simplified5Layer
ISO-OSIModel

ZigBee
IEEE802.15.4
Model

7 Application
UserApplication

Application

UpperLayers
6 Presentation Application

Profile5 Presentation
4 Transport APS
3 Network Network Network

2 DataLink DataLink

LogicalLink
Control(LLC)

LogicalLink
Control(LLC)

MediaAccess
Control(MAC)

MediaAccess
Control(MAC)

1 Physical Physical Physical Physical
표2.2ISO-OSI모델과 ZigBee계층 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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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555IIIEEEEEEEEE888000222기기기반반반의의의 무무무선선선공공공간간간
IEEE802기반의 무선 통신 표준에 대한 전송속도와 전송거리에 대한 그림이 다
음과 같다.저속 및 근거리에 해당하는 ZigBee는 Bluetooth나 UWB과 구별되
게 센서네트워크나 홈네트워크 같은 무선통신에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그림에서 가로 축은 단위가 Mbps이고 세로축은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2.4IEEE802표준의 Range와 DataRate

802표준 대역의 무선공간(WirelessSpace)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WWAN(무선 광대역 통신망):2.5G/3G무선 셀룰러 폰
•WMAN:휴대용 무선 인터넷 (DSL)
•WLAN(무선영역네트워크):무선랜
o종류:PC,노트북,PDA 등의 단말
o적용:광대역 인터넷 접속 연결의 확장
•WPAN(무선개인영역네트워크):단거리 개인 무선
o종류:ZigBee,UBW,Bluetooth
o적용:PC가전제품,SetTopBox등 이동 통신 단말,가정자동화,가정,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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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666ZZZiiigggBBBeeeeee주주주파파파수수수
ZigBee규격을 따르는 제품들은 IEEE 802.15.4의 물리적인 무선 표준특성과
2.4GHz(전세계),915MHz(미국),868MHz(유럽)의 무허가 영역의 표준 물리계층 무
선의 장점을 모두 가진다.데이터의 전송은 2.4GHz에서 16채널,915MHz에서
10채널 그리고 868MHz에서 한 채널로 모두 27개 중 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
고,전송률은 최대로 2.4GHz대역에서 250Kbps까지 가능하다.

전송 거리는 출력과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대체로 75m 까지 가능하다.
•전세계:2.4GHzISM Band(250Kbps),CFR47part15
•미국:915MHz(40Kbps)CFR47part15
•유럽:868MHz(20Kbps),EN300440
•한국:ZigBee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협의 중

표2.3 ZigBee의 주파수 대역

그림2.5주파수 대역별 채널

PHY FrequencyBand ChannelNumbering
865/915MHz 868-870MHz 0

902-928MHz 1to10
2.4GHz 2.4-2.4835GHz 11t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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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2.4GHz대역의 ZigBee모듈의 RF규격

통상적인 경우의 ZigBee출력은 0dBm 이며,전파법규상 최대 10dBm 까지 증폭
이 가능하다.

구분 규격
변조방식 DSSS/O-QPSK
사용주파수 2400~2483.5MHz
최대송신속도 250Kbps
Chiprate 2000Kchip/s

최대 출력파워 10dBm
최저 수신감도 -94dBm
채널수 16
채널간격 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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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777무무무선선선 접접접속속속기기기술술술
홈네트워크 접속기술로는 유선과 무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유선에는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및 이더넷 케이블,전화선,PLC등이 있고 무선은 WLAN과 WPAN을
나누며 WLAN은 2.4GHz와 5GHz대역으로,WPAN은 저속과 고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고속은 UWB,저속은 ZigBee,Bluetooth,UWB등이 있고,바코드 대용으로
무선 RFID의 보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WLAN은 정보통신 기기 간에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하는 것으로 중계장치인
AP(AccessPoint)를 경유하여 통신하는 인프라 구조(Infra-structure)방식으로 인프
라 설치에 큰 비용이 든다.한 예로 무선랜을 활용하려면 필요한 곳마다 무선랜
IP를 설치해야 한다.반면에 WPAN은 개인 정보통신 기기간에 무선으로 AP없이
Ad-hoc네트워크 방식으로 기기들 간에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다.몇 가지 무선
홈네트워크들의 기술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2.5무선 홈네트워크 기술들의 비교

방식 주파수 대역 전송속도 전송거리 용도
WLAN 2.4G/5GHz 54M/600Mbps 50~100m 무선인터넷
UBM 3.1~10.6GHz 200M/480Mbps 10m HD A/V전송

저속UBM 3.1~10.6GHz 1Mbps 50m
가전기기제어위

치인식
Bluetooth 2.4GHz 1Mbps 10m

무선헤드
셋음성전송

ZigBee
868/915MHz
2.4GHz

20/80Kbps
250Kbps

30m100m
가전기기제어원
격모니터링

RFID
125K/13.56MHz
400M/900MHz

30Kbps 5m능동형100m 물류,제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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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888ZZZiiigggBBBeeeeee비비비컨컨컨
IEEE802.15.4표준은 결정적(deterministic)지연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허용오차 내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비컨(Beacon)은 특정 ZigBee네트워크 형태에서 허용되는 특수한 메시지로 클라이
언트 기기를 활성화 시킨다.응용분야에 따라 처리지연 시간이 짧아야 하는 서비
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IEEE802.15.4WPAN 에는 선택적으로 슈퍼프레임 모드를
운용할 수 있다.
슈퍼프레임에서는 PAN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지정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가 사
전에 예정된 간격으로 슈퍼프레임 비컨을 송신한다.이 간격은 최소 15ms에서
최대 245초(sec)범위이다.두 개의 비컨 간의 시간은 슈퍼프레임의 주기와 무관
하게 16개의 동일한 타임슬롯으로 나누어진다.각각의 기기는 타임슬롯 동안 언
제라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나 다음 슈퍼프레임의 CAP(Contention Access
Period)에서는 타임슬롯의 채널 접근은 경쟁을 하며 지정된 대역폭이나 낮은 처리
지연이 요구되는 단일기기에서는 CFP(Contention Free Period)구간에
GTS(GuaranteedTimeSlots)을 할당하여 경쟁 없이 채널을 접근함으로써 대역폭
을 보장해 준다.경쟁이 없이 할당되는 타임슬롯의 수는 관련 네트워크기기들의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림2.6슈퍼프레임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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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기기는 비컨의 대기시간을 15.38ms~252초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하
다.비컨은 또 다른 종류의 특수 메시지인 슈퍼프레임(superframe)을 생성한다.
이 슈퍼프레임은 비컨 간에 16개의 타임 슬롯을 제공하며,지정된 기기는 비경쟁
(contention-free)네트워크 액세스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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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999IIIEEEEEEEEE888000222...111555...444패패패킷킷킷의의의 구구구조조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 패킷(DataFramePacket)이다.이 구조는
데이터의 송수신에 이용된다.물리 패킷데이터 유니트(PHY PacketDataUnit:
PPUD)에 MAC패킷 데이터 유니트(MACPacketDataUnit:MPDU)가 중첩이 된
다.MPDU 는 물리 서비스 데이터 유니트(PHYServiceDataUnit:PSDU)라고도
부른다.PSUD 는 최대 127바이트의 길이를 가진다.2바이트는 프레임 확인 시
퀀스(FrameCheckSequence:FSC)이다.PSUD 는 PPUD 에 4바이트의 헤더 정
보(preamble)와 1바이트의 프레임 시작 구분자(delimiter)와 1바이트의 프레임
길이 정보를 추가한다.MPDU 는 2바이트의 프레임 컨트롤(framecontrol)과 1
바이트의 알림에 사용될 데이터 순번 번호(datasequencenumber)를 포함한다.
MAC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파싱(parsing)하고 주소정보와 데이터 순서 번호를
관리한다.실제 데이터의 최대 104바이트까지 허용한다.

그림2.7IEEE802.15.4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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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111000알알알림림림 프프프레레레임임임(((AAAccckkknnnooowwwllleeedddgggmmmeeennntttFFFrrraaammmeee)))구구구조조조

알림 프레임 ACK 는 데이터 수신이 성공여부를 확인해 준다.프레임 제어
(FrameControl)와 데이터 시퀀스(DataSequence)는 원래 패킷에서 그대로 가져왔
다.전송의 성공 여부는 ACK프레임에 전송한 프레임의 순번과 동일한 순번을 포
함하고 있는지 여부로서 알 수 있다.

그림2.8IEEE802.15.4의 명령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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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111111MMMAAACCC명명명령령령 프프프레레레임임임(((CCCooommmmmmaaannndddFFFrrraaammmeee)))구구구조조조
MAC 명령 프레임은 원격제어에 사용된다.데이터가 올라갈 부분에 명령
(command)을 올린 것이다. 물론 명령형(command type)바이트가 추가된다.
MPDU 는 127바이트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원격 조절을 위한 원격 명령에 편
리하다.

그림2.9IEEE802.15.4MAC명령 프레임의 구조

222...222...111222비비비컨컨컨 프프프레레레임임임(((BBBeeeaaacccooonnnFFFrrraaammmeee)))구구구조조조
비컨(Beacon)프레임은 네트워크내의 모든 기기에게 전달할 동기신호와
GTS(guaranteedtimeslot)정보를 포함하므로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림2.10IEEE802.15.4비컨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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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가가가속속속도도도 센센센서서서의의의 원원원리리리
가속도 센서의 기본원리는 진동질량(m)이 센서 안의 스프링에 의해 매달려있는
구조로 모델링 할 수 있다.이 센서가 가속도(a)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관성력에
의해 진동 질량의 상대적 변위 x가 생기게 되고,그것이 전기적 신호로 감지된다.
그 동작 방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2.1)

여기서 k는 스프링상수이다.정상상태에서 변위 x와 가속도 a와의 관계는





 (2.2)

가 된다.이는 센서의 감도,즉 
 가 

 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에,

같은 비율 
는 무 감쇠 시스템의 공진주파수 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2.3)

식(2.2)과 식(2.3)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감도가 높으면 공진주파수가 낮아
진다.감도와 주파수는 서로 양립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분야에 맞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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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PPPeeedddooommmeeettteeerrr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 구구구성성성
222...444...111AAATTTmmmeeegggaaa111222888의의의 특특특징징징
ATmega128은 8-bitRISC(ReducedInstructionSetComputer)구조로 명령어가
간단하며 동작 속도가 빠르고,1Mhz당 1MIPS(초당 백만개의 명령어 수행)의 성능
을 보이는 마이크로 콘트롤러다.특히 ATmega128L은 Low Power를 위해 디자인
된 것으로 센서 네트워크에 노드를 구성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다.그 특징들을 살
펴 보면 다음과 같다.
• 8bit의 범용 레지스터 +내부 I/O레지스터 +확장 I/O레지스터로 구성
• 128KByteIn-System 프로그램 Flash메모리 내장
• 읽고 쓰는 동작을 동시에 수행 가능
• 4KByteEEPROM
• 4KByte내장형 SRAM
• 최대 64KByte이상의 외부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어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
스로 메모리 확장 가능

• In-System 프로그램을 위한 SPI인터페이스 방식을 지원
• JTAG(IEEEstd.1149.1호환 )인터페이스 제공

그림2.11ATmega128외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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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222 RRRFFF모모모듈듈듈 CCCCCC222444222000소소소개개개
(1)CC2420특징
저전력,저가격,사용의 용의 성을 자랑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대표적 기술
은 ZigBee를 위해 Chipcon사에서 개발한 RFTransceiver이다.그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2400~2483.5MHzRFTransceiver(5Mhz씩 총 16채널을 사용)
• DSSS(DirectSequenceSpreadSpectrum)를 사용하는 Transceiver
• Halfsinepulse를 사용하여O-QPSKModulation을 수행
• HighSensitivity(-94dBm)
• 최대 250Kbpsdatarate,2Mchip/schiprate
• SeparatetransmitandreceiveFIFOs
• 128bytetransmitdataFIFO
• 128bytereceivedataFIFO
• 매우 적은 외부 소자들을 필요로 함(CrystalOscillator와 최소의 외부 소동 소
자들)

• 쉬운 Configurationinterface
• MCU와4-wireSPI(SerialPeripheralInterface)로 연결(SPIinterface를 통해
transmit/receive에 관련된 각각 128byte의 FIFOs에 접근,혹은 CC2420제어에
관련된 configuration레지스터나 상태 레지스터 등에 접근

• 802.15.4MAChardwaresupport
• MCU에 걸리는 load를 줄여줌
• Preamble자동 생성(chip동기화와 bit동기화에 사용)
• CRC16의 자동 생성과 에러 check
• CCA(ClearChannelAssessment)와 RSSI(주변 노드가 전달한 데이터 신호세
기)

• LQI(LinkQualityIndication)을 위한 자동 Correlationvalue를 생성
• 802.15.4MAChardwaresecurity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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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2CC2420TypicalApplication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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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333SSSeeennnsssooorrr부부부 (((AAADDDXXXLLL333333000)))

(1)PortableApplication을 위한 조건
• SmallSize
• Low Power
• HighSensitivity
• TemperatureStability

(2)ADXL330(3-axisAccelerometer)
• ADXL320Features
1.±3.6gAccelerometer
2.SmallandThin(4mm ×4mm ×1.45mm)
3.SupplyVoltagee(1.8V-3.6V),320㎂
4.Vibration
5.OutputAmplifier:0.1V-2.8V
6.Sensitivity:300mV/g

 

      그림2.13ADXL330 그림2.14ADXL330Pin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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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pplication
• SmartHand-HeldDevice
• MobilePhone
• SportandHealth-RelatedDevice

표 2.6ADXL330PinFunction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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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AxesofAccelerationSensitivity

그림 2.16OutputResponsevs.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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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작 이론
ADXL330은 하나의 모놀리식(능동 소자 또는 수동 소자가 반도체 칩의 표면 또
는 내부에 칩과 한 몸으로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도록 구성한 집
적 회로)IC 칩으로 완벽하게 가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OutputSignal은
AnalogVoltages로 가속도의 변화를 나타낸다.내부 저항 32㏀에 CX,CY,Cz커패
시터를 추가함으로써 디바이스의 SignalBandwidth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림2.17FunctionalBlockDiagram
• CX,CY,Cz를 이용한 BandwidthSetting

(1)AntialiasingandNoiseReduction를 위해서 Low PassFilter를 디자인할
수있다. (고정내부저항 32㏀에 CX, CY, Cz 커패시터를 가변으로 하여
Filter를 디자인)

(2)F-3dB=1/(2π(32㏀)×C(X,Y,Z))간단하게 하면,
F-3dB=5㎌/C(X,Y,Z)

(3)내부저항(RFILT)는 보통 32㏀±15%
(4)모든 경우에 만족하기 위해 CX,CY,CZ는 최소 2000pF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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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FilterCapacitorSelection,CX,CYandCZ

• ADXL330typicalNoise
(1)rmsNoise

Xout,Yout=(280㎍)×(× )
Zout=(350㎍)×(× )

(2)100Hzbandwidththenoise:
rmsNoise(Xout,Yout)=(280㎍)×(× )=3.5mg
rmsNoise(Zoutut)=(350㎍)×(× )=4.4mg

• Peak-to-peakNoise

표 2.8EstimationofPeak-to-peak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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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ADXL330AccelerationSensor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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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444대대대용용용량량량 저저저장장장장장장치치치(((SSSeeecccuuurrreeeDDDiiigggiiitttaaalllmmmeeemmmooorrryyycccaaarrrddd)))
본 논문에서는 휴대용 장치 개발이 목적이기에 기존의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
하기 보다는 대용량 저장장치인 μSD메모리 카드 (MicroSecureDigitalmemory
card)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기존의 SD메모리 카드에 비해 μSD는 크기가 1/3
크기밖에 되지 않아 휴대용 장치에 내장 시켜서 사용 할 수 있다.

그림2-19S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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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장장장 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333...111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를 위해 5명의 건강한 성인의 가속도 신호를 획득하여 뷰어 프로그램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걸음수 검출 및 이동 거리 검출 실험에서는 피실험자의 허리
에 만들어진 장치를 부착하여 장애물이 없는 건물 내의 평평한 복도와 장애물이
없는 실외인 운동장에서 각각 1분 동안 Slow,Normal,Fast로 3가지 상태의 걷기
를 하였고 이동거리는 100m,200m,300m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움직임에 대한 신호 검출은 장애물이 없는 실내의 복도와 일반 사무실,
계단과 실외의 운동장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장치는 휴대용 장치와 수신을 하여 PC에 전송해주는 장치로 나
누어서 개발 하였고 휴대용장치는 제어부,가속도센서,ZigBee,μSD 카드,USB인
터페이스로 구성을 하였고,수신장치는 제어부,ZigBee,USB인터페이스로 구성하
여 만들었다.

그림3.1휴대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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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휴대용 장치 착용 모습

그림3.3수신장치

그림3.4수신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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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가속도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허리 벨트에 아크릴 재질로
만든 고정 장치에 개발한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일반적인 만보계와 같이 허리에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샘플링 주파수는 175Hz로 A/D 변환하여 획득한
보행 가속도 신호를 가속도 센서부와 제작한 무선모듈 장치를 이용하여 수신장치
에 전송하였고 이 수신 장치는 PC와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PC에 데이터를 전
송 하였다.또 한 175Hz로 샘플링 한 결과를 50Hz로 다운 샘플링 하여 이 데이터
를 이용하여 걸음수 검출 및 이동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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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111333축축축 가가가속속속도도도 센센센서서서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 파파파라라라미미미터터터 축축축출출출
3축 가속도 센서는 속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동적 가속도(dynamic
acceleration)값을 나타내고,등속도이거나 멈춰 있을 경우 정적 가속도(static
acceleratio)값을 나타낸다.이러한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걸음수 검출,이동거리,
운동에너지를 알 수 있다.
3축 가속도 센서의 신호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신호의 크기를 알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크기 범위 (signalmagnitudearea,SMA)를 이용하여 실험 프
로토콜을 재구성함으로써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였다.SMA 관련 수식은















 




  (3.1)

여기서,x(t),y(t),z(t)는 3축 센서의 각축에 해당하는 샘플링 값들이다.식(x)에
서 알 수 있듯이 SMA는 3축 센서에서 나오는 X,Y,Z축 신호들의 합의 평균이
다.즉 SMA는 1초 간격으로 각축의 신호의 합의 평균을 계산 한 값이다.
인체 활동 중 걷기와 같은 순간적으로 가속도의 변화량이 많은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요 신호벡터크기(signalvectormagnitude,SVM)을 사용하였다.

 
  

  
 (3.2)

여기서 xi,yi,zi는 3축 가속도센서의 각축에 해당하는 샘플링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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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걸걸걸음음음수수수 및및및 이이이동동동거거거리리리 검검검출출출
걸음수 검출은 3축 가속도 센서에서 축출한 파라미터 값을 신호벡터크기(signal
vectormagnitude,SVM)값으로 변환하였다.이 변환된 값이 특정한 임계치를 지
났을 때 걸음수를 검출 하는 zeroswing방식을 사용하였다.이 zeroswing방식
은 걸음수 검출을 할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너문 둔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이동 거리 검출에 있어서는 사람이 걸었을 때 이동거리는 3축 가속도 센서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보다는 앞 뒤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반응하는 축의 파
라미터를 이용하여 1초 동안에 얻은 값 이용하여 수식 (3.3)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3.3)

333...111...333CCCaaalllooorrriiieee계계계산산산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TBM(Total Body Metabolism)을 추정하는데 있어 TEE(Total Energy
Expenditure)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4)
BMR(BasalMetabolicRate)는 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대사율을 의미하
고,Activity는 활동량,TEF(Thermaleffectoffood)는 섭취 음식물에 따른 에너
지 소비 효율을 의미하며 AT(AdaptiveThermogenesis)는 주변 환경 (온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을 의미 한다.상기 인자 중 BMR,TEF,AT는 기존의 연구
들을 통해서 변환 식 및 통계적인 값이 이미 구현된 상태이며 Activity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정확한 운동량의 측정이 가능하다.활동량 측정 알고리즘은 기
본 물리 법칙에 따라 운동에너지 법칙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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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6)

 
 

  







 (3.7)

    (3.8)

  
 

  








 




 




  (3.9)

가속도센서에서 나오는 가속도 값을 적분하여 각 x,y,z방향의 속도를 구하고
이를 운동에너지 공식에 대입하여 superposition하면 총 Activity를 구할 수 있
다.

• Calorie계산하기
‣ 이동거리(S)=속도(V)×시간(T):거리를 알고 시간을 알면 속도가 나온다.

‣ 운동에너지 

이므로,운동에너지(J)가 나온다.

‣  이므로,J을 4.2로 나누면 Calorie가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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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그림3.5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표3.1걸음수 검출율

실험자 상태 실제걸음수 검출된 걸음수 검출율(%)

A
Slow 62 58 93
Normal 90 90 100
Fast 122 118 96.7

B
Slow 58 55 94.8
Normal 92 90 97.8
Fast 120 118 98.3

C
Slow 55 53 96.3
Normal 83 80 96.3
Fast 110 107 97.2

D
Slow 63 61 96.8
Normal 92 88 95.6
Fast 117 110 94

E
Slow 45 40 88.9
Normal 90 87 96.6
Fast 118 110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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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이동거리 검출율

실험자 실제이동거리(m) 검출된 이동거리(m) 검출율(%)

A
100 95 95
200 193 96.5
300 286 95.3

B
100 93 93
200 190 95
300 278 92.6

C
100 90 90
200 181 90.5
300 269 89.6

D
100 92 92
200 194 97
300 285 95

E
100 97 97
200 193 96.5
300 289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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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평평한 책상위에 가속도 센서의 신호

그림3.7계단을 내려갈 때의 가속도 센서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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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계단을 올라갈 때의 가속도 센서의 신호

그림3.9slow walking때의 가속도 센서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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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normalwalking때의 가속도 센서의 신호

그림3.11fastwalking때의 가속도 센서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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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달릴 때의 가속도 센서의 신호

그림3.13평지를 움직일 때의 다양한 신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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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토토토의의의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무선과 대용량 저장장치를 이용한 센서
모듈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걸음수,이동거리,에너지 소모량,자세
와 동작을 구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구현된 시
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걸음수,이동거리의 검출율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생체정보인 체중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동안
의 에너지 소모량산출 하였다.또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가속도 센서의 정보 및 걸음수,이동거리,에너지 소모량 등의 정보를 전송하여
디스플레이를 함으로서 실시간으로 모니텅링을 할 뿐만 아니라 SD Memory를 지
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하여 연속적인 activitypattern인식을 통한 이상 건강
징후 자동 포착하고,자동적인 에너지 소모를 추정하는 지능적인 알고리즘 제어를
통해 개인의 건강신호의 변화,치료 효과 등을 자동 분석하여 개인의 쾌적한 건강
상태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Pedometer를 구하기 위해서 Accelerometer중 ADXL330칩을 사용할 경우 걸
음을 걸을 때 마다 각 축의 Analog신호의 DCVoltage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
었고 걸음을 걸을때 발뒤꿈치,발바닥,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신호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측정된 가속도 신호에 대해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걷는 속도를 이용하여 정지,
천천히 걷기,보통 걷기,빨리 걷기 뛰기 등을 구분 할 수 있었다.

3.Pedometer는 Accelerometer를 사용하여 걸음수,이동거리,Calorie를 계산하여
개인의 하루 걸음거리,하루 칼로리 소모량 등을 알 수 있고 걸음수 검출율은 평
균 95.7%이고 ,이동거리 검출율은 평균 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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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뷰어 프로그램은 심전도 검사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모눈종이와 같이
그려져 걷는 패턴이나 걸음걸이 분석에 용이 하게 제작 하여 의사나 보행전문가
가 보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보행의 교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만보계의 기
능뿐만 아니라 치료 및 교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5.대용량 저장장치인 uSD 카드를 외장형 하드 디스크와 같이 만들어 이용하여
생체 신호 정보를 장기간 저장하여 사용자가 PC가 있는 환경에서 언제,어디서든
지 정보를 볼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볼 수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무선 전송에는 ZigBee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움직임에 관
해서 실시간으로 PC로 무선 전송하여 그 데이터를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움
직임의 패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저장 기능을 추가하여 움직임
저장하여 나중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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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ctivityMeasurementandRealtimeMonitoring
System UsingTheAccelerometerBaseOn

WirelessSensorNetwork

Lee,In,Ho
GraduateProgram in
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Physicalinactivity isincreasingnumberonecauseofcardiovasculardisease
related death.Itincreases number ofpatientwith hypertension,diabetes
mellitus,dyslipidemiaand Abdomen obesity furthermoreitincreaserisk of
cardiovasculardiseaseandstroke.
Inthisstudy,thedevelopedpedometernotonlymonitorstheconditionof
the subjectin realtime butcaptureshealth symptom through consecutive
activepattern recognition using theaccelerometer,SD Memory,and ZigBee.
Also,themodulemakespossibletopromotionofthesubjecthealthwithan
intellectualalgorithm thatestimatesenergyexpenditure.
Acceleration Signalisobtained from five healthy adultsand displayed in
ViewerProgram.Instepcountingandmovingdistancetest,subjectsareasked
to wearpedometerin theirwaistand they arerequested to walk on flat
surfaceofindoorhallway and outdoortractforoneminuteeach of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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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settings.Distancesweresetfor100m,200m and300m inexperiment
fordistancevariation.
Testswereconducted with two developed equipments:portablepedometer,
andreceiverthatsendsinformationtoPC.PortabledeviceisbuildwithMicro
controller,accelerationsensor,ZigBee,SD Memory,andUSBinterface.Receiver
isbuildwithMicrocontroller,ZigBee,andUSBinterface.

Keyword:Pedometer,ZigBee,Accelerometer,Stepcounting,Distance,Energ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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