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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무선 환경에서의 휴대형 원격진료 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

   이동형 응급 의료 시스템은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이동 통신망에 맞추어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휴대

형 원격 진료 시스템의 서비스 프로세스는 생체신호의 측정 / 신호의 분석 

및 신호처리 / 데이터의 전송  / 전송된 데이터의 진단과 조치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CDMA 1X 및 1X EV-DO 무선 환

경에 효과적인 휴대형 원격 진료 시스템 설계하기 위해 세가지 중요한 이슈

에 대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제안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성능을 분

석하 다. 먼저, 산소포화도 신호의 동잡음 제거는 생체 계측기의 실제적인 

정확성과 일반적인 적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

에서는 두개의 파장을 가진 산소포화도 신호에 대해 새롭게 적용되는 독립

요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보다 효과

적인 독립요소 분석을 위해 자기 상관 함수를 이용한 주기 측정, 측정된 주

기를 통한 인터리빙(주파수 재배열)과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신호의 독립성 

증가를 위한 이노베이션 처리라는 3가지 전처리 과정을 추가하 다. 두 번

째, 무선 환경에서의 대역폭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체 신호 특히 심전

도 신호의 효과적인 압축이 요구된다. 웨이브릿 기반 심전도 압축 방법은 

많은 이동형 tele-cardiology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압

축 성능을 위해 요구되는 많은 데이터 크기는 심각한 지연을 야기하기 때문

에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심전도 신호의 전송을 위해 낮은 지연을 가진 새로

운 압축 알고리즘(WLDECG)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심전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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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형을 에너지에 따라 두 가지 블록으로 

구분하여 압축률을 유기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낮은 지연을 가지면서 압축 성

능을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향상시켰다. 이러한 낮은 지연과 압축 성능 향상

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파형 분할, 프레임 크기의 조절, 웨이브릿 압축, 

유기적인 비트 할당과 헤더 압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 다. 세 번째는

CDMA 1X와 CDMA 1X EV-DO 무선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계하 다. 동잡음이 제거되고 압축된 생체신호 데이터 

패킷에 대해 순열 번호와 CRC 코드를 추가하여 에러에 대한 손실 및 손상

에 대한 재전송 과정을 추가하 고, 상황에 따라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를 

추가하여 전송하거나 중복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또한 각 전송 데이

터에 전송되는 타임을 입력하여 수신단에 도착하는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대

역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대역폭의 변화에 따라 생체신호를 제외

한 다른 데이터 전송의 크기를 제어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은 동잡

음 제거와 압축으로 인해 복원된 신호의 품질, 신호 획득 / 전송 /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모든 지연 시간 측정, 에러에 대한 강인성을 MIT-BIH 데이

터 베이스와 실제 필드 테스트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핵심되는 말 : 휴대형 원격진료 시스템, 동잡음 제거, 독립요소 분석, 웨이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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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격진료(Telemedicine)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모든 상호 작용 가운데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무선 통신 수단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원격진료 서비스의 범위는 유무선상으로 이루어지

는 진료 예약에서부터 3차 진료 기관의 전문의에 의하여 2차 진료 기관인 

중소 병원이나 시골 병원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시 앰뷸런스에서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광범위하다. 특히 응급 의료 시스템

은 다른 의료장비와는 달리 환자 데이터의 빠르고 정확한 전송이 환자의 생

명에 큰 향을 미치는 의료 시스템으로 그 중요성이 원격진료 시스템 중에

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급 의료 시스템은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무선 통신망에 맞추어 휴대가 가능하고 이동 중에 다양한 환자의 멀티

미디어 데이터(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및 생체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휴대형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종류 및 무선망

의 상태에 따라 누구에게 전송할 것인가(who),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

가(what),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how), 어디서 전송할 것인가(where)를 고

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에 따른 휴대형 원격 진료 시스템의 서비

스 프로세스는 생체신호의 측정 / 신호의 분석 및 신호처리 / 데이터의 전

송  / 전송된 데이터의 진단과 조치로 구분된다. 각 프로세스의 세부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면 측정 및 분석 과정은 기능 복합화, 네트워크화, 경량화

를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다양한 건강 지표를 획득해야 

한다. 데이터의 전송은 무선망의 대역폭 및 전송 속도에 따라 효과적인 전

송 데이터의 선택 및 다양한 압축 방식을 요구하고 병원, 의료원등과 연계

되어 분석 신뢰성을 확보한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센터는 보안성과 프라이

버시, 백업, 복구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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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제안된 원격 진료 시스템은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

다. 첫째는 특정 압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압축 효율 분석 및 무선 환경에

서의 테스트 베드 구축에 의의를 두고 있다[1-2]. 두 번째는 무선망의 상태

에 따라 적절한 환자 데이터를 선택하여 기존에 제안된 여러 압축 / 전송 

방식의 통합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3-6]. 세 번째는 무선 매체(휴대

폰, PDA)를 사용한 헬스 케어의 임상학적 접근이 있다[7-9].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CDMA 1X 및 1X EV-DO 무선 환

경에 효과적인 휴대형 원격 진료 시스템을 단계별로 설계하고 다양한 측면

에서 성능을 분석하 다. 단계별로 진행된 3가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보 무결성을 위한 이동 중에 획득된 신호의 동잡음 제거

∙ 고정된 대역폭에 맞춘 생체신호 압축

∙ CDMA 1X, CDMA 1X EV-DO 환경에서의 전송 프로토콜 설계

   먼저 신호의 동잡음 제거는 생체 계측기의 실제적인 정확성과 일반적인 

적응성을 유지하는 기본요소이다[10-11]. 일상생활에서 이동중인 사용자로부

터 지속적인 생체 신호는 항상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측정을 요구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동잡음 제거가 필수적이다. 심전도

(ECG) 신호의 경우 이미 독립 요소 분석 및 적응 필터의 설계 등을 사용한 

많은 제거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있다[12-14]. 하지만 산소포화도(SpO2) 신호

는 다양한 발생  원인(광학 프로브 커플링, 환자의 생리기능, 위치 변화에 

따른 조직의 광학성질 변화)과 동잡음 신호와 원 신호의 주파수 역에서의 

스펙트럼 중첩으로 인해 일반적인 필터링 기술로는 제거가 불가능 하다

[15-16]. 그러므로 입력된 생체신호와 동잡음이 각각 상호 독립적으로 선형 

조합(linear combination) 되었다는 가정 하에 측정된 신호로부터 다양한 기

타 잡음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행하고 이들을 분리하는 독립요소분석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여 새로운 산호포화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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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잡음을 제거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두 번째 생체 신호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 크기를 차지하는 심전도 신호

에 대해 웨이브릿(wavelet)을 이용한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멀티미디

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제한된 대역폭에서 압축은 필수적이며 여러 의료 데

이터 압축 방법 중 다중 분할 방식으로 인해 좋은 높은 압축률이 가능한 웨

이브릿 변환(wavelet transform)이 가장 효과적이다[17-21]. 기존의 웨이브

릿 압축은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분할 프레임 크기를 크게 하여 데이터 

획득 지연 시간이 응급 의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7, 19]. 그래서 심

전도 신호의 QRS 분포에 따라 데이터의 블록 크기를 최대 1/4까지 감소시

키면서도 복원 신호의 질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파형 분할(waveform 

partitioning), 프레임 크기의 조절(adaptive frame size adjustment), 웨이브

릿 압축(wavelet compression), 유기적인 비트 할당(flexible bit allocation)

과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적용한 새로운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세 번째 CDMA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전송 프로토콜은 순차적으로 먼저 

CDMA 1X 모뎀을 이용한 M-to-M 연결에서 최대 14.4bps의 저대역폭에서 

생체 신호와 환자의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다음은 CDMA 

1X EV-DO 기반에서 UDP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결합하여 최대 153kbps에

서 환자의 이미지, 생체 신호 및 화상회의를 위한 오디오와 비디오를 전송

하 다. 의료 데이터는 오류 없이 실시간 전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패킷 

헤더 정보에 순번을 기입하여 수신되지 못한 패킷은 ARQ(Automatic 

Repeat Request)를 사용하여 재전송하고 각 압축 방식의 복원에 필수적인 

데이터는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FEC : Forward Error Correction)를 사용

하여 보호하 다.  

   실험은 각 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추어 여러 형태의 동잡음이 유입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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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고, MIT-BIH와 CU 데이터베이스

의 심전도 신호[22]에 대하여 기존의 여러 압축 방식과 비교하여 제안된 압

축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전송 데이터는 임의의 잡음이 유입된 채

널과 CDMA 채널에서 잡음에 대한 강인성을 분석하 고 실제 CDMA 1X와 

EV-DO 망에서 필드 테스트를 실행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산소 포화도 신호의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3장에서 생체신호의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4장에서는 이미

지, 화상회의와 생체신호가 결합된 휴대용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계하여 전

송 프로토콜을 구현하 다. 5장은 통합된 시스템의 실험 방법을 제시하고 6

장에서 각 프로세스별 실험 결과를 서술하 다. 그리고 6장에서는 각 단계

별로 제안한 알고리즘과 통합된 시스템에 대하여 요약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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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체신호의 동잡음 제거

   본 장에서는 생체신호 특히 산소포화도계에 유입되는 동잡음을 제거하기 위

해 기존에 제안된 여러 방법들과 독립 요소 분석, 그리고 전처리 과정을 추가하

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2.1 산소포화도 신호의 동잡음 제거 

   산소포화도 신호는 Photoplethysmography(PPG)라 하며 인체를 통하는 심

장혈관의 펄스 파형을 측정하는 광학 기술이다. 이것은 생리학적 요소의 비관헐

적인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현재 PPG의 측정 장치는 산소 포화도계

(pulse oximeter)로써 두개의 파장을 이용하여 산소헤모 로빈과 헤모 로빈의 

흡수계수를 통해 동맥속의 산소포화도(SpO2)를 측정한다[10]. 

   산소 포화도계에서 PPG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파장의 함수에 대해 심장

이 박동할 때 산소 헤모 로빈과 헤모 로빈의 빛의 흡수계수에 차이가 나는 것

을 이용한다. 특히 그림 2.1과 같이 적외선(red : 660nm)와 근적외선(near 

infrared : 890nm) 역에서의 흡수 특성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두 파장을 이용

하여 혈액 속의 산소포화도 측정을 가능케 한다. 

그림 2.1. 파장에 따른 흡수계수도(고체선 : 헤모 로빈, 점선 : 산소헤모 로빈) 

및 LED의 파장별 정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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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러한 산소포화도는 (2.1)과 같이 혈액속의 헤모 로빈과 산소 헤모 로빈의 

합에 대한 산소 헤모 로빈의 퍼센트 비율로써 나타내며 건강한 사람에 대한 이

상적인 값은 100이다. 실제적인 임상 환경에서 산소포화도 값은 현재 가중치를 

사용한 이동 평균치(weighted moving average : WMA) 기술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r]. 이 방법은 시간 축에서 신호 처리가 가능하고 ±2%(±1 표준 편차) 범위

의 오차를 보인다. 최근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값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과 이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23]. 이러한 알고리즘을 15Hz 샘플 주파수에 

대해 64개 고속 푸리에 변환을 적용시키면 (2.2)와 같이 보다 간단한 산소포화

도의 계산이 가능해진다.

  SpO2 = 110 - 25×R                                                (2.2)

이때 R은 적외선과 근적외선을 투과한 빛의 양을 표준화한 비율이다.

  IRIR

RR

/DCAC
/DCACR =

                                                    (2.3)

   (2.3)에서의 정류 값(AC component)는 심장 박동에 대한 신호의 움직임이고 

직류 값(DC component)는 빛의 총 투과량의 평균값이다. 정류 값은 출력된 신

호의 피크 대 피크 값으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동잡음이 신호에 유입될 경우 출

력 신호의 파형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산소포화도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

다. 

   이와 같이 산소포화도계의 실제적인 정확성과 일반적인 적응성을 제한하는 

기본 요소는 잡음(artifact) 또는 저관류 상태(low-perfusion states)이다[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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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에 의한 신호의 변형은 주변광 잡음과 동잡음에 의해 발생한다. 주변광 잡

음은 독립적으로 측정된 신호에 대해 멀티플렉싱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신호

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잡음은 광학 프로브 커플링, 환자의 생리작용, 위치 변화에 따른 조직

의 광학특성 변화, 이러한 모든 경우의 혼합 작용 등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발

생하여 PPG 신호의 형태나 산소포화도의 값을 크게 변형시킨다[11, 15]. 특히 

원격진료 시스템 사용시 보행중이나 이동중인 환경에서 동잡음은 지속적으로 유

입된다. 3차 진료 기관에서 전문의 및 응급의사에 의한 정확한 임상 평가를 위

해 PPG에 유입된 잡음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PPG 신호와 동잡음 

간에 주파수와 시간상에서 모두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

호처리로 쉽게 수행되지 않는다. 

   기존의 동잡음 제거 기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정지된 환자로부터 참조 신호를 획득하고 움직일 때 신호의 

갑작스런 변형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비교한 후 적응 필터를 사용하여 해당 

주파수 대역만 제거하거나 참조신호로 대체한다[16, 25]. 이것은 참조 신호

의 정확한 획득과 신호의 변형이 신체의 이상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에 움직

임에 의한 잡음인지 구분하는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산소포화도의 경우 측정 장치를 반지 형태로 제작하여 센서

와 피부 사이의 완벽한 접착을 통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 

하고 외부 압력에 대한 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동잡음 제거와 휴대용 측

정기의 두 부분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26-27]. 그림 2.2는 미국 MIT에서 제

안된 반지형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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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반지형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 번째는 3개의 파장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한 후 물리적인 

잡음 모델링의 반전을 통해 프로브 커플링에 의한 동잡음을 제거하는 방법

이 있다[24, 28]. 이 방법은 특정 잡음에 대해 제한적인 성능을 보이거나 수학적 

모델링의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심전도 신호의 동잡음 제거에 효과적인 독립신

호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 다. 이것은 심전도나 

산소포화도는 심장박동에 기인한 신호이고 동잡음은 물리적인 움직임에 의

한 것으로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림 2.3과 같이 서로 다

른 리드(심전도) 또는 파장(산소포화도)을 사용하여 측정된 신호 벡터 X는 

오리지널 신호와 동잡음 신호가 믹싱 매트릭스 A로 결합된 선형 혼합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신호 분석에 의한 동잡음 분리 문제는 측정

된 신호 X로부터 미지의 S를 추정하는 과정으로 정형화 될 수 있으며, S와 

대응되어 추정된 U는 오리지널 생체 신호와 동잡음 신호에 대응한다. 

그림 2.3 동잡음 제거를 위한 독립 신호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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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립 요소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2.2.1 독립 요소 분석(ICA)의 정의

   임의의 벡터 의 ICA는   인 데이터 모델에서 출발한다[29-30]. 벡

터     
에서 찾고자 하는 변수 는 독립적이라 가정하고 매트릭스 

는 ×  혼합(mixing) 매트릭스 이다. 그러므로 ICA는 선형 변환   

에 대해 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어떠한 함수   를 최대화하여 

   이 되는   매트릭스를 찾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ICA 모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의 모든 구성 요소는 비가우시안(non-Gaussian) 분포가 되어야 한다.

∙ 매트릭스 의 행벡터 은 독립요소의 수 보다 커야 한다. ≥  

∙ 모든 혼합 변수  및 독립 변수 는 평균(zero-mean)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을 항상 만족시키기 위해 ICA를 적용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으

로 중심화(Centering)와 백색화(Whitening)를 행한다. 

   먼저 중심화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이다. 이것은 

→을 통해 세 번째 조건인 ICA가  평균을 가져한다는 것을 

만족 시켜준다. 또한 중심화 과정은 임의의 독립적인 변수의 합에 대한 분

표는 가우시안에 접근한다는 “중간 한계 이론(Central Limit Theorem)에 근

거하여 와 가 비가우스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다음 백색화 처리는 중심화된 신호 의 성분들이 서로 상관성

(correlation)이 없고, 분산이 모두 단위분산이 되도록 하여준다. 그러므로 백

색화된 의 공분산 행렬은 항등 행렬이 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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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화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분산 행렬의 고유치분해(eigen value 

decomposition)를 사용한다.

                                                     (2.5)

는  의 고유벡터에 대한 직교 행렬이고 는 고유치의 대각 행렬

이 된다. 이때 백색화는 (2.6)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고 백색화에 의해 얻어

진 새로운 행렬 는 직교 행렬이 된다.

                                       (2.6)

                                     (2.7)

2.2.2 독립 요소 분석(ICA)을 위한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

   ICA의 데이터 모델에서 원 신호를 복원하는 것은 목적 함수를 사용하여 

이것을 최대화 하거나 최소화 함으로써 수행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ICA 방

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CA 방법 = 목적 함수 + 최적화 알고리즘                         (2.8)

  여기서 ICA 방법의 통계적인 특성(지속성, 점근적인 분산, 강인성)은 어떤 

목적 함수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계되고 알고리즘적인 특성(수렴 속도, 메모

리 요구 사항, 안정성)은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된다[29-32]. 2.2.2에서

는 어떠한 목적함수를 선택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2.2.3에서 그것을 최적화하

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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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kelihood의 최대화

   ICA 모델을 수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likelihood를 최대화 하는 것으로 

정보이론에 근거하여 엔트로피를 최대화 하는 것이다[r]. 혼합 매트릭스 

의 역행렬인     

에 대한 log-likelihood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2.9)

여기서 는 의 확률 도 함수이다.

이러한 방법은 잘 알려진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히 접근할 수 있지만 

독립 요소의 확률 도 함수를 알고 있어야 하고 특정 형태에 대해서는 적

용이 불가능하다[r].

2)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의 최소화

   상호 정보 는 (2.10)과 같이 차등 엔트로피 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

다.

       


                                     (2.10)

   상호 정보는 임의의 변수들 사이의 의존성을 측정한다. 이것은 항상 0보

다 큰 값을 가지고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일 경우 0이 된다.   사이의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도록 변환함으로써 ICA의 측정이 가능해진다.   에 

대한 상호 정보의 ICA 적용은 (2.11)과 같다.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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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니젠트로피(Negentropy)

   앞서 설명한 likelihood와 상호 정보가 여러 개의 독립 요소를 한번에 측

정하는 것이라면 니젠트로피와 쿠토시스(kurtosis)는 한번의 반복에서 하나

의 독립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다. 상호 정보를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차등 

엔트로피는 척도 변환(scale transformation)에 대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새롭게 니젠트로피 를 정의할 수 있다. 

                                                   (2.12)

여기서 는 와 같은 공분산을 가지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이다. 랜덤 

변수 가 가우스 분포이면 니젠트로피의 값은 이되며, 비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나 양수가 된다. 

   니젠트로피는 통계학적 특성과 관계된 가장 최적의 평가이지만 의 확률

도함수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사법을 적용한다.

   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일때, 고차의 모멘트를 이용하여 근사화 할 

경우 니젠트로피는 (2.13)과 같이 나타낸다. 

   ≈ 

  


                                   (2.13)

  좀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최대 엔트로피 원리를 이용한 근사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2.14)

는 평균이 이며 단위분산을 가지는 가우스 변수이고 는 평가에 사용되는 

고차 함수이다. 단, 는 2차 함수는 아니다. 의 선택은 평가 성능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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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므로 너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일 경

우, 이것은 식(2.13)와 같아진다. 일반적으로, 함수 는 비선형 함수 tanh와 가

우스 함수를 이용한다[r].

     


   

       
                                 (2.15)

여기서  ≤  ≤   이다.

4) 고차 모멘트(High-order cumulants)

   고차 모멘트는 수학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쿠토시스(kurtosis)라고

도 한다. 관찰된 데이터 벡터를 라 할때 의 선형 조합 에 대한 

쿠토시스의 최대, 최소값을 계산하여 ICA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최적화하

기 위해서는     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호 분리를 위해 측정

하려고 하는 미지의 혼합 매트릭스 에 대하여   를 정의하면, 

(2.16)과 같이 계산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2.17)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2.16)

                
 



          (2.17)

이때              이다. 

║║  에서 (2.17)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이것은 같은 크기를 가

지면서 부호가 반대이다. 그러므로 고차 모멘트를 사용하여 ICA를 적용할 

경우 원 신호 를 복원할 때 부호가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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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ICA를 위한 알고리즘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확률 기울기 강하(stochastic 

gradient descent)에 기초한 적응형 알고리즘(adaptive algorithm)이 있다

[31]. 이것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빠른 적응력을 가진다. 하지만 수렴 속도

가 느리고 학습률(learning rate)의 선택에 크게 향을 받는다. 반면에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고정점(fixed-point) 알고리즘은 FastICA라 불리는데, 한번

의 스텝에서 많은 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수렴 

속도를 보이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향을 받지 

않는다. 고정점 알고리즘의 다른 특징은 어떤 비선형 함수 를 사용하여 비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독립 성분들을 직접 찾는 것이다. 그래서 ICA의 성

능은 적절한 비선형함수 의 선택에 의해 최적화되고 각각의 독립 성분은 

투  추적(projection pursuit) 방법과 같이 하나씩 계산된다. 

   하나의 독립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첫 번째로 니젠트로피의 최대값을 

  의 최적점에 의해 구한다[32]. Kuhn-Tucker 조건에 따라 

    ││  인 범위 내에서   의 최적점은,

                                                (2.18)

인 점에서 얻어진다. 이때    
  


  이고 는 의 최적점

이다. 이것을 뉴턴의 방법(Newton's method)에 의해 수식을 풀면 쟈코비안 

매트릭스(Jacobean matrix) 를 얻을 수 있다.

                                      (2.19)

   위 매트릭스의 반전(inversion)을 간단히 하기 위해 첫 번째 항을 근사화 

시키면 는 대각(diagonal)이 되고   대신에 의 현재 값을 사용

하여 를 근사화하면 근사 뉴턴 반복(approximate Newton iteration)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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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      (2.20)

   
는 의 새로운 값이고      이다. 식을 간단하

게 하기 위해     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이것이 고정점 알

고리즘이 된다.

  

        

  ║║                 (2.21)

   위와 같이 1번씩 독립 요소를 측정하게 되면 n개의 요소를 측정할 때 n

번의 수행이 필요하다. 각각의 시간에 서로 다른 독립 성분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정규직교 투 (orthogonalizing projection)을 루프에 추가한다. 혼합 

매트릭스 의 열에 대한 직교 공간 위에 현재의 를 투 함으로써 한

번에 하나씩 독립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의 열에 대한 이전 값을 라고 

하면,     라 놓고 의 정규화 값으로 

를 나눈다. 이러한 추가된 투 을 반복을 시작하기 전과 측정을 하기 전에 

실행한다.

   그림 2.4는 임의로 선형 혼합시킨 신호에 대해 분리시킨 결과이다. 그림 

2.4(a)가   ,   이고 그림 2.4(b)가 혼합신호   ,   이다.   , 

    신호에 대해 전처리 과정인 중심화와 백색화를 한 후 고정점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반복시킨 결과가 그림 2.4(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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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 신호

(b) 원 신호에 대하여 임의 혼합된 신호

(c) 혼합된 신호(b)에 대한 원 신호(a) 복원

그림 2.4 ICA를 이용한 혼합된 신호로부터의 원 신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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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잡음 제거 성능 향상을 위한 전처리 과정

   생체신호의 동잡음 제거를 위해 독립 요소 분석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가정

은 심장 박동 신호의 동잡음 신호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심전도의 경우 

여러 채널에 의해 신호를 획득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의 차원이 높고 신체와 

리드 사이의 접촉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립 요소 분석을 통해 동잡음 제

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소포화도 PPG 신호의 경우 이론적인 가정과는 달리 

주변광 잡음이 제거된 입력신호에는 특징적인 2개의 독립원(PPG 신호와 동잡

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잡음으로 다수의 독립 소스들이 존재한다. 2개의 입

력원에 대한 다수의 독립 성분의 혼합은 동잡음 분리를 위한 ICA의 성능을 저

하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 PPG 신호의 주기성을 이용하여 자

기 상관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을 통해 주기를 계산하고 이 주기를 바

탕으로 2) 인터리빙 방법으로 신호를 재배열한 후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한다. 

이것은 잡음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를 줄이고 입력신호에서 PPG 신호와

동잡음 신호만을 남긴다. 그리고 3)상호간의 독립성을 증가시키고 좀더 비가우

시안을 보장하는 이노베이션 처리(innovation processing)를 사용하여 ICA의 성

능을 향상 시켰다. 

2.3.1 자기 상관 함수를 이용한 주기 계산 

   잡음이 유입되지 않은 순수한 PPG 신호는 심장 박동에 기인한 주기적 특성

을 가진다. 이때 심장 박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작은 변화 상태라

면 일정기간의 PPG 신호의 주기는 자기 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33]. 

관측된 신호   의 자기 상관 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고,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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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 주기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샘플의 수이다. 

   그림 2.5(b)는 동잡음이 유입된 PPG 신호(그림 2.5(a)에 대한 자기 상관 함

수를 적용한 것이다. 최초   에서 최대 값이 형성되고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최대 값이  나타난다. 이때 임계치 이상의 최대값에 대한 평균을 주기로 결정한

다. 이때 동잡음이 특정 구간 강하게 유입되어 신호가 크게 손상되더라도 평균 

주기 측정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 데이터 크기를 실험을 통해 결정한

다. 

2.3.2 블록 인터리빙 적용 후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PPG 신호의 동잡음 제거를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중요한 요소는 인터리

빙 방법을 이용한 신호의 재배열이다. 블록 인터리빙은 무선 통신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속된 신호를 일정 규칙에 맞추어 재배열 함으로써 특정 구간 유입되

는 잡음에 대해 강인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34]. 이것을 PPG signal에 적용하

여 측정된 주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개수의 파형을 한 주기 마다 1 포인트씩 순

서대로 묶는다. 이러한 재배열에 대한 시간축에서의 저대역 필터링은 각각의 샘

플 값에 대해 이전 값과 이후 값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1차 데이터 평

활화(data smoothing)를 이끈다.  PPG 신호와 동잡음 신호의 주파수 대역은 서

로 겹치므로 일반적인 주파수 대역에서의 필터링으로는 동잡음의 효과적인 제거

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리빙을 통해 재배열를 하면 인접 파형과 상호 연결

이 된다. 이때 인접파형과 비슷한 부분은 저대역으로 이동하고 변화가 심한 비

주기적인 잡음 신호들은 고대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저대역 필터링에 의해 비

주기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 동잡음의 동적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기타 다른 잡

음 성분이 없어진다. 위와 같은 처리는 ICA 모델을 변화시키지 않는다[29]. 인

터리빙된 신호의  ×  신호 매트릭스   에 대해 시간축 필터링 매트릭

스를 이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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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여기서 은 블록 인터리빙에 사용된 샘플 개수이다. 

그리고 ×  필터링 매트릭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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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그림 2.5(c)는 인터리빙이 적용된 신호   이고 그림 2.5(d)는 필터링이 적

용된 후의 결과   이다. 그림 2.5(d)가 그림2.5(c)에 비해 여러 잡음이 제

거 되어 신호가 좀더 엷어 진다. 

2.3.3 1차 이노베이션 처리(Innovation processing)

   주어진 통계적인 처리   에 대해 이노베이션 처리  는   의 최대 

예측에 대한 에러로 정의할 수 있다[29]. 최대 예측은 과거에 입력된   의 조

건부 기대값(conditional expectation)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의 이노베이

션 처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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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건부 기대값 │는 주어진 에 대한 의 측정 함수로써 식 

(2.26)과 같이 선형 근사화 할 수 있다.

  │                                                (2.26)

여기서    ,       이다.

   이노베이션 처리를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 인터리빙 후 필터링 된 신호

를 다시 인터리빙(re-interleaving)하여 원래의 신호열로 복원시킨다. 이때 복원

된 신호를  , 이노베이션 처리된 신호를   이라 할때, 단순화된 1차 

이노베이션 처리는 식 (2.25)와 (2.26)은 (2.27)과 (2.28)로 대체될 수 있다.

  )}1(|)({)()( −−= nXnXEnXnX rrrin                            (2.27)

  )1()}1(|)({ −+=− nXnXnXE rrr βα                           (2.28)

여기서         , 

                   이다. 

   이노베이션 처리를 통해 입력 신호는 좀더 독립적이고 좀더 비가우시안 분

포를 가지게 된다[r]. 이것은 이노베이션 처리가 시계열 모델(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의 한 종류로써 조건부 기댓값을 제거함으로써 비가우

시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e)는 저대역 필터링한  그림 2.5(d)를 다시 재배열하여 기존의 신호 

열로 복원한 후 이노베이션 처리를 행한 결과이다. 그림 2(e)에서 보이는 튀는 

성분은 인터리빙 에러로써 ICA 적용시 잡음 성분으로 분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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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처리 과정의 결과 신호들

        (a) 동잡음이 유입된 입력 신호

        (b) (a)에 대한 상호 상관 함수   

        (c) 블록 인터리빙을 통한 재배열

        (d)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e) 이노베이션 처리

2.3.4 총괄적인 알고리즘 순서도

   새롭게 제안한 PPG 신호의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의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 제안된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자기 상관 함수의 평균 최대값을 주기를 측정하고 신호를 직류 출력을 

일정한 크기로 맞추기 위해 각각의 주기 신호의 평균 보정을 한다. 그것으로부

터 인터리빙과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을 한다. 이것을 다시 재배열하여 이노베이

션 처리한다. 세 번째 과정은 ICA를 적용하기 전 중심화와 백색화 과정으로 일

반적인 ICA의 전처리 과정이다. 네 번째는 FastICA를 적용하여 동잡음과 PPG 

신호를 분리한다. 그림 2.6은 전체적인 알고리즘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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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체적인 순서도

1. 데이터 획득 3. ICA의 전처리

(1) 데이터 획득 (10) 중심화

    ←  

(2) 4000개의 데이터 입력 (11) 공분산   계산

(12)   의 고유값(eigenvalue) D, 

    고유벡터(eigenvector) E 계산
2. 제안된 알고리즘의 전처리

(13) 백색화

 백색화(whitening) 매트릭스 :

     ×  

 반백색화(dewhitening) 매트릭스 :

    ×  

(4) 주기 계산

   (자기 상관 함수의 평균 최대값 

    이용) 

(5) 주기×10개의 데이터만 남기고 

   (1)로 반환

4. FastICA(6) 평균 보정

   (직류 성분을 일정하게 맞춤) (14) new vector () 생성

       ×  (6) 블록 인터리빙

   (10개의 주기 신호를 재배열) (15) 임의의 2×2 매트릭스( ) 생성

(16) 정규직교 투

(7)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17) 비선형 함수 적용

          

(18)   ?

  Yes : 2 채널 데이터 출력

  No : (16)으로 리턴하여 반복 수행

(8) 원 신호열 복원(re-interleaving)

(9) 이노베이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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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무선환경 전송을 위한 생체신호 압축

   CDMA 무선 환경은 1X에서 M-to-M(Mobile to Mobile) 연결시 최대 

14.4kbps의 전송 속도를 가진다.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저대역에서 

이미지와 함께 생체 신호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향후 확장된 대역폭에서 고화질 

비디오 또는 화상회의 데이터 및 12채널 심전도(ECG)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생체신호의 압축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생체 신호 중에서도 응급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며 신호 특성상 샘플링된 데이터 크기

가 가장 큰 심전도 신호에 대하여 기존의 압축 방법을 살펴보고 무선 환경에서

의 실시간 전송을 위해 낮은 지연 시간을 가지면서 압축 성능이 좋은 새로운 압

축 알고리즘을 제안하려 한다.

3.1 생체 신호 압축 기법

   심전도 신호 압축의 목적은 이산화된 심전도 데이터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

서 압축 방법의 적용이 용이하고 임상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의 신호 품질을 유지

하는 데에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한 ECG 신호압축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

었으며 이를 압축하는 역에 따라 크게 시간 역방법과 주파수 역방법,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 역 방법은 심전도 원신호를 시간 역에서 직접 압축하는 방식이며, 

주파수 역 방법은 원신호를 다른 역으로 변환한 다음 압축을 행하는 방식이

다. 시간 역 방법으로는 turning point(TP), amplitude zone time epoch 

coding(AZTEC), coordinate reduction time encoding system(CORTES), FAN,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DPCM) 등의 알고리즘이 있으며[35-38], 주

파수 역 방법은 푸리에변환, Walsh 변환, Karhunen-Loeve 변환, 이산화 코사

인 변환과 웨이브릿 변환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1, 17-21, 39-45]. 

   시간 역 방법은 원신호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시스템의 부하가 적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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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송에 적용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주파수 역 방법은 높은 압축

율 획득이 가능하고 원신호의 잡음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원된 신호의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 역 방법은 문턱치(threshold 

value)를 사용자가 조절함으로써 복원신호의 질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주파

수 역 방법에서는 복잡하게 변하는 심전도 신호를 여러 주파수 대역 신호로 

나누고 각 대역에 분포된 신호의 정보량에 따라 적절한 양자화 또는 문턱치화를 

통해 높은 압축률에서 좋은 품질의 복원 신호를 얻을 수 있다.

3.1.1.시간 역 압축

1) Turning point

TP 알고리즘은 구현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빠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샘플들의 

입력 패턴을 분석하여 연속적인 샘플 가운데 신호의 기울기 변화가 변화하는 지

점만을 선택하여 전송한다. TP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

저 하나의 샘플이 저장되고 이는 기준점 로 할당된다. 다음으로 연속적인 두 

샘플  , 를 받아들여 그 중 하나만 새로운 기준점 가 되면서 저장된다. 또 

다시 두 개의 샘플을 받아들여 하나를 저장하고 기준점을 바꾸는 과정을 계속해

서 반복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림 3.1과 같이 모두 9가지의 저장 패턴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림에서 검은 색으로 표시된 샘플은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버

려진다. 따라서 TP 알고리듬에서는 전체 데이터에서 절반만을 취하게 되므로 

압축률은 항상 2:1이 되며 전체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200112

100112

        0
        0

xxxxxxif
xxxxxxif

=≥−−
=<−−

                              (3.1)

주어진 데이터를 더욱 압축하기 위하여 TP 알고리듬을 적용한 결과에 다시 



- 25 -

TP 알고리듬을 적용시켜 데이터를 원래의 1/4로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복

하여 알고리듬을 적용하면 계속하여 데이터를 1/2로 줄일 수 있으나 초기 데이

터의 미세한 변화는 복원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X1 X2 X3

pattern 1

X1 X2 X3

pattern 2

X1 X2 X3

pattern 3

pattern 4 pattern 5 pattern 6

pattern 7 pattern 8 pattern 9

그림 3.1 TP 알고리듬의 9가지 패턴

2) AZTEC 알고리듬

   AZTEC(Amplitude Zone Time Epoch Coding) 알고리듬은 원신호를 수

평선 성분(plateaus)과 기울기(slope)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수평선 성분은 zero-order-interpolation(ZOI)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데 기준이 되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 입력되는 샘플의 값이 크거나 작으

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대체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대값과 최소

값의 차이가 문턱치값(threshold value)보다 크거나 입력되는 샘플의 개수가 

50이 되면 그 때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값을 크기로 하고 샘플의 개

수를 길이로 저장한다. 

   기울기 성분은 수평선 성분을 형성하는 샘플의 개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에 만들어진다. 기울기의 값, 길이 그리고 방향을 저장한 후 다시 수평 성분

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서 직선을 생성할 때 새로 생성된 직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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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2 이상이거나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면 현재의 기울기 생성 알고리즘

은 종료되고 길이가 2 이하이면 기울기는 갱신되어 그 값과 길이를 새로이 

저장한다.

   AZTEC 알고리듬에 의하여 저장되는 데이터의 한 예를 들면,

{18, 77, -5, -232, -4, 141, 21, 141}

처음 18개의 샘플은 77의 값을 가지는 수평성분 직선이고 5는 기울기 샘플

의 개수를 의미하므로 77에서 시작하여 232에서 끝나는 5개의 기울기 성분 

직선을 의미한다. 현재의 기울기는 -방향이므로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면 새

로운 기울기로 저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 4개의 샘플이 232부터 141까지 

+방향으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21개의 샘플이 141의 값을 가지

는 수평 직선이 된다. 

   AZTEC 알고리듬의 압축률은 일정하지 않고 문턱치 값에 의해 결정된

다. 또한 복원된 데이터들은 직선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계단 형태의 

파형을 가지기 때문에 (3.2)와 같은 평활화 필터를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러

한 필터링은 원신호의 왜곡을 야기한다. 

 


                             (3.2)

3) CORTES 알고리즘

   CORTES 알고리즘은 압축률이 낮은 TP 알고리즘과 평활화 필터링의 

신호의 왜곡이 심한 AZTE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알고리즘을 혼합하

여 심전도 신호에서 정보가 적은 고주파 성분은 AZTEC 알고리즘을 이용하

고 많은 정보를 가지는 저주파 성분에 대해서는 TP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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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N 알고리즘

FAN 알고리즘은 정해진 오차 범위 사이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처음과 끝 

샘플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림 2.2와 같이 최초 과   

사이의 기울기 {, }을 구한다. 여기서 은 t2 샘플에 대해    사이를 

지나고, 은 t2 샘플에 대해    사이를 지난다. 다음 에 대한 기울기 

{, }를 계산하면 새로운 기울기 집합 {, }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다음에 입력되는 샘플이 기울기 범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전 값을 

저장하고 새로운 기울기 생성 알고리즘을 반복한다. 

그림 3.2 FAN 알고리듬의 원리

5) DPCM(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PCM(Pulse Code Modulation)에서는 각각의 샘플을 독립적으로 양자화한

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호는 연속되는 샘플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비트로도 충분히 전체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DPCM은 샘플 자체에 양자화를 하는 것이 식(3.3)과 같이 입력된 값

에 대해 현재 값(  )과 과거 값들로부터 추정된 값( ) 사이의 오차

( )만을 양자화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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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여기서  는 선형 예측기(linear predictor)를 사용하여 과거의 데이터로

부터 현재 데이터 값을 추정한다. 

                                   (3.4)

이 때 계수의 수 을 예측기의 차수라 하며 차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예측

을 할 수 있지만 계산 량이 많아지는 단점을 가진다. 예측기 계수들은 오차 

신호의 자승 평균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DPCM은 

에러에 대한 작은 비트 할당이 가능하고 허프만 코딩과 같은 무손실 압축과 

결합하여 4:1이상의 압축률을 획득할 수 있지만 무선 환경에서 1비트 에러

시 이후의 데이터는 모두 손상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선 환경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3.1.2. 주파수 역 압축

1) 협대역(Subband) 부호화

심전도 신호를 주파수 역에서 압축하기 위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신

호들을 상관관계가 낮게 서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

으로서 신호를 주파수 역에서 여러 개의 대역(band)으로 나누어 상관관계

를 줄이는 방법이 협대역 부호화의 기본 개념이다. 입력된 신호는 협대역으

로 분할하여 대역별로 부호화한다. 이 때 각 대역마다 양자화 수준과 할당

하는 비트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복원시의 오차를 조절할 수 있으며 중요

하지 않은 정보를 담은 대역의 데이터는 무시함으로써 압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심전도의 경우 낮은 주파수 대역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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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낮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부호화할 때는 충분한 수의 양자화 비트를 

할당하고 높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

한다.

2) 웨이브릿(Wavelet) 변환 부호화

   웨이브릿 변환은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압축 방법으로 심전도 신호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압축 등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저대역에서는 시간보다 주파수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고 고대역에서는 시간

에 대한 해상도를 더 높여 시간 역과 주파수 역에 대해 좋은 국부화

(localization) 특성을 갖는다[40-42]. 또한 다중 분할과 높은 에너지 집중 특

성을 가지기 때문에 웨이브릿 변환 후 많은 수의 계수들이 0또는 0과 가까

운 부분에 집중되고 이 부분을 임계화를 통해 제거하여도 복원되는 신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17-21, 42].

   웨이브릿 변환은 입력 신호  를 기저 함수(basis function)   의 

가중치된 합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푸리에 변환의 기저함수가 사인과 코사

인 함수의 조합이라면 웨이브릿에서 기저 함수   는 모파소(mother 

wavelet)이라 불리는 하나의 고정된 함수  의 신축 및 위치 이동에 의

하여 얻어진다. 

      
  ,  ∊                                  (3.5)

   이 경우   는 직교 기저의 형태가 되고,   는 (3.6)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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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웨이브릿 계수 는 다음 관계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3.7)

   입력된 신호는 그림 2.3과 같이 전방향 웨이브릿 변환에서 적절히 설계

된 QMF(quadrature mirror filter)군의 저대역 필터 와 고대역 필터 을 

통과한 후 1/2로 다운 샘플링되어 각 대역별로 분할된다. 반대로 역방향 과

정에서는 2배로 업 샘플링되고 합성 필터 뱅크 와 을 통과하여 원 신

호를 완벽히 복원한다. 이때 합성과 분할을 담당하는 QMF 필터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3.8)

그림 3.3 전방향 및 역방향 웨이브릿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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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웨이브릿 기반 심전도 신호 압축

   심전도 압축은 3.1절에서 설명한 많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특히 무

선 환경에서는 웨이브릿 변환을 이용한 압축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r]. 저

대역에서 전송이 가능하도록 높은 압축 성능을 획득할 수 있고 다중 분할 

방식에 의해 점진적인 전송을 통한 해상도 향상(resolution scalability) 및 

품질 향상(SNR scalability)를 제공한다[4, 40-42].  

   웨이브릿 기반 심전도 압축 알고리즘들은 변환된 웨이브릿 계수를 처리

하는 방식에 따라 전송 후 복원된 신호의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진다. 즉 무

선망에 존재하는 잡음의 정도에 따라 받는 향은 심전도 압축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다. 웨이브릿 변환 후 압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

는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Rajoub이 제한한 

알고리즘[17]으로 대표되는 방식으로, 에너지의 상대 분포에 따라 설정된 문

턱치를 모든 웨이브릿 변환 계수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문턱치를 넘는 계

수만을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17, 19-21, 45]. 두 번째는 계층적으로 

분할된 (hierachically decomposed) 웨이브릿 변환 트리의 자기 유사성

(self-similarity) 특징을 이용하여 상위계층부터 하위계층까지 반복적으로 

문턱치를 적용하여 비트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EZW (Embedded Zero tree 

Wavelet) 방법[40-41]과 SPHIT(Set Partitioning in Hierarchical Tree) 방법

[2, 42]이 있다. 세 번째는 심전도 신호에 대한 웨이블릿 변환에서 복원에 

필요한 특정 중요 역에 대해서만 전송하여 압축 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법

으로 OZWC(Optimal Zonal Wavelet-based Compression)[1, 44]와 WHOSC 

(Wavelets and High Order Statistics Compression) 방법[43-44]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세 개의 특징적인 웨이브릿 기반 심전도 압

축 방법으로 Rajoub, EZW, WHOSC를 선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후 다음 

절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심전도 압축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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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Rajoub의 알고리즘

그림 3.4 Rajoub의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

   

   이 알고리즘은 직교 웨이브릿 변환의 에너지 불변 특성(energy 

invariance property)을 사용하여 임계치화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 한

다. 그림 3.4는 Rajoub’s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인다. 최초 전처리 

과정에서 중심화(centering)와 정규화(normalization)를 통해 유효계수 

(significant coefficients)의 수를 감소시킨다. 그 후 웨이브릿 계수들은 내림

차순으로 재배열되고 전체 에너지와 각 레이어 에 분포된 에너지 비율(EPE 

: Energy Packet Efficiency)을 결정하여 임계치화를 실행 한다. 

   이러한 과정 후에 남겨진 유효계수는 해당 위치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맵 코딩과 중요 계수의 소스 코딩이 수행된다. 전자는 유효 계수의 위치를 

1, 비유효 계수의 위치를 0으로 했을 때 4비트를 사용하여 표3.1과 같은 형

태의 run-length 인코딩을 사용하여 압축한다. 예를 들어 128개의 계수에 

대해 임계화 후의 맵 정보가 처음 20개가 11111111000000110101으로 표현되

고 나머지 108개가 전부 0이라 하면 표3.1에 의해 F8C6F20101A108로 인코

딩이 된다. 후자는 각 유효계수에 대해 정수는 2비트, 소수는 6비트로 표현

하여 새로운 비트열을 생성한다. 이것은 높은 압축률을 획득할 수 있고, 임

계치 값에 대한 미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압축 성능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맵에 대한 정보가 에러에 의해 손상될 경우 신호의 복원에 

큰 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선망에서는 맵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protection)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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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0과 1의 run-length 인코딩

심볼(symbol) Run 타입 범위

A 0 100≤Z≤999

B 0 10≤Z≤99

C 0 2≤Z≤9

D 1 100≤Z≤999

E 1 10≤Z≤99

F 1 2≤Z≤9

3.2.2 EZW 알고리즘

그림 3.5 EZW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

   EZW 알고리즘은 내장형 부호화(embedded coding)를 위하여 양자화 과

정에서 연속근사 양자화 (successive approximation quantization)을 사용한

다. 그림 3.5와 같이 최저 대역에서부터 초기 임계치 에 대해 주사하여 임

계치보다 클 경우 유효계수 SC(significant coefficient)가 되고 계수의 부호

에 따라 POS(positive)나 NEG(negative) 심볼을 발생하고 를 재생 값

으로 한다. 임계치보다 작을 경우 하위 대역에 있는 자손들 중에서 크기기 

임계치보다 큰 계수가 존재한다면 IZ(isolated zero)가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ZR(zero-tree root) 심볼이 된다. 부목록(sublist)에서는 재생 값과 각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0과 1 심볼을 통해 유효 크기를 세 화 한다. 이후 임계치 

→로 하여 정해진 순번까지 이상의 과정을 반복한다. 복호기에서는 

초기 임계치와 양자화된 계수를 사용하여 점진적인 복원(progressive 

reconstruction)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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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WHOSC 알고리즘

그림 3.6 WHOSC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

   WHOSC는 선형 예측(linear prediction)과 고차 통계학(high order 

statistics : HOS)에 기초한 심전도 압축방법이다(그림 3.6). 최초 R 파형으

로부터 다음 R 파형까지를 1 비트(beat)로 정의하고 gradient based method

를 사용하여 RR 주기를 결정한다. 각 파형의 주기는 512 샘플로 정규화하고 

진폭 역시 정규화 함으로써 하나의 PAN(period amplitude normalization) 

비트를 생성한다. 최초의 PAN 비트는 압축 없이 전송되고 이후부터는 주기

와 진폭의 차이 값만 전송한다. 그리고 웨이브릿 계수들은 각 레이어의 쿠

토시스(kurtosis)와 조절값(adjusting factor)을 곱한 값으로 임계치화 한다. 

이것 또한 초기 웨이브릿 계수와의 선형 예측을 통해 예측 에러만 전송한

다.    

   WHOSC에서 주기와 진폭의 정규화를 통해 초기 비트와 각 비트 사이

의 상관성(correlation)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높은 압축률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2048개의 심전도 데이터를 획득 처리 전송,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비트가 결정될 때마다 전송함

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내림차

순으로 재배열된 유효계수의 전송 개수에 의해 결정되며 유효계수의 위치 

정보에 역시 초기 위치 정보로 예측하여 차이 맵(difference map of coeff. 

location)을 추가적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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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시간 전송을 위한 낮은 지연을 갖는 새로운

   웨이브릿 심전도 압축 방법

   (WLDECG : Wavelet-based Low Delay ECG Compression 

                Algorithm for Continuous ECG Transmission)

   3.2절에서 제시된 기존의 웨이브릿 기반 심전도 압축 알고리즘들은 압축 

성능과 복원 신호의 품질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웨이브릿 변환을 적용하

여 심전도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파형 간의 비슷한 주파수 성분을 상

위 계층에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데이터 크기가 필요하다. 즉 

웨이브릿 변환이 적용되는 데이터 프레임 크기가 클수록 동일한 압축률에서 

더 좋은 복원 품질을 보이지만 이것은 데이터 획득 시간의 지연을 야기하므

로 trade-off 관계가 된다[19]. 3.2절의 Rajoub와 EZW의 알고리즘의 경우 

압축 성능 향상 보장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크기는 최소 1024 샘플이었고 

WHOSC는 한번에 심전도 한주기를 전송하지만 주기 측정을 위해 한주기 

이상의 심전도 파형이 필요하다. 이것은 응급 상황에서 1초 이상의 지연을 

발생시키며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무선환경에서 원격진료 시스템 적용을 위해 지속

적인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낮은 지연 시간을 가진 웨이브릿 기반 심전

도 압축 알고리즘(WLDECG)을 제안한다. WLDECG 알고리즘은 낮은 지연 

시간을 얻기 위해 가능한한 프레임 크기를 줄이면서 복원 신호의 품질을 유

지하게 한다. 낮은 지연과 높은 복원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파형 분

할(waveform partitioning), 프레임 크기의 조절(adaptive frame size 

adjustment), 웨이브릿 압축(wavelet compression), 유기적인 비트 할당

(flexible bit allocation)과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통합적으로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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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파형 분할(waveform partitioning)

   일반적으로 심전도 신호는 주기가 인 주기 신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심전도 신호의 한 주기는 각각의 블록에 대한 표준편차에 따라 크기

가 인 두개의 블록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림 3.7(a)은 360Hz 샘플링된 심

전도 데이터가 높은 표준 편차를 가지는 복잡한 블록(complex block)과 낮

은 표준 편차를 가지는 평평한 블록(plain block)으로 나뉘는 것을 보인다. 

일반적인 심전도 신호에서 QRS가 포함된 블록을 복잡한 블록이라 할 때 이

것의 웨이브릿 변환(그림 3.7(b))은 QRS가 포함되지 않은 블록의 웨이브릿 

변환(그림 3.7(c))보다 5배 이상 계수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7 (a) 복잡한 블록과 평평한 블록을 가진 심전도의 파형 분할

        (b) 복잡한 블록 ①,③,⑤에 대한 웨이브릿 변환의 절대값

        (c) 평평한 블록 ②,④에 대한 웨이브릿 변환의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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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의 어떤 구간에서 높은 표준편차를 가진 블록과 낮은 표준편차를 

가진 두개의 블록으로 구분된다면 각 블록에 대해 2개의 다른 압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신호의 에너지 분포와 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표준 편차에 의해 구분된 복잡한 블록은 평평한 블록보다 더 많은 정

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개의 블록에 대한 표준편

차 비율이 충분히 크다면 복잡한 블록에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하여 덜 압축

하고 평평한 블록에 적은 비트를 할당하여 더 압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압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파형 분할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작은 프레임 크

기를 가지고 기존의 웨이브릿 압축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두 개의 블록에 

동일한 비트가 할당되기 때문에 복잡한 블록의 품질은 떨어지고 평평한 블

록의 품질은 증가한다. 하지만 복잡한 블록에 포함된 중요 정보가 훨씬 많

기 때문에 복잡한 블록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는 WLDECG이 기존의 알고리

즘 보다 좋은 성능을 획득할 수 있다. 즉 압축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크기는 심전도 신호의 1/2까지 줄일 수 있다. 

   샘플링된 심전도 신호를  , 하나의 블록에서 의 평균값을 라 할때 

블록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N

Xx
Std

N

i
i∑

=






 −

= 1

2_

                                               (3.9)

계산된 가 임계치 보다 크면 블록은 복잡한 블록()이라 정의하

고 작으면 평평한 블록()라 정의한다. 

3.3.2 프레임 크기의 조절(adaptive frame size adjustment)

   심전도 신호의 파형 패턴은 생리학적 상태 뿐만 아니라 측정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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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잡음에 의해서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심전도 신호의 주기 을 고정

시킬 수 없고 한 주기가 두개의 특성을 가진 블록으로 정확히 분리되지 않

을 수도 있다. 게다가 웨이브릿 변환에서 한 프레임 크기가 되는 은 

(  : 계층 분할 수)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19, 40-42]. 그러므로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가 되어야 하고 의사주기성을 가진 심전도 신호에 대해 

적절한 을 근사화시켜야 한다. 자동적으로 QRS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심전도 신호의 주기 측정에 정확성을 부여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웨이브릿 

변환이 가능한 의 배수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심전도 신호에 대해 모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은 최초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에 맞추어 선택하고 이후는 와 의 발생 

빈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시킨다.   일때 의 배수를 만족하는 집

합 C = {32, 64, 96, 128, 160, 192, 218, 256, … }에서 초기 은 정상 심박

동수 (45∼200beats/min)의 중간값인 122.5beats/min의 반주기에 가장 가까

운 값으로 선택한다. C에서 적절한 값을 찾아 내는 것은 식(3.10)을 사용하

여 계산한다[46].

  2_

60_

×

×

rateHeart

ratesampling

.                                       (3.10)

그 후 정해진 시간 구간()에 대해 와 의 발생 빈도수 와 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프레임 크기를 변화시킨다. 

만약 × ≥ 이면, 집합 C에서 의 오른쪽 값으로 을 증가시킨다. 

만약 ×  ≥ 이면, 집합 C에서 의 왼쪽 값으로 을 감소시킨다. 

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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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순간적인 잡음의 변동에 의해 변화하는 파형은 고려하지 않

기 위한 평균 윈도우 크기를 결정하는 임계값이고 는 얼마나 같은 패턴

의 블록이 반복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임계값이다. 

3.3.3 웨이브릿 압축과 유기적인 비트 할당(flexible bit allocation)

   복원 신호의 전체적인 품질과 압축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와 

에 대해 서로 다른 비트를 할당한다. 무선 환경에서 요구되는 압축률

(desired compression ratio : )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비트 수에 대해 

와 에 할당되는 비트 수는 각각의 블록에서 계산된 표준편차 역비례하

여 결정한다. 와 에서 계산된 표준편차를 , 라 하면 각각 

  와   의 비율로 비트를 할당한다. 

   각각의 블록의 특성과 비트 할당율이 결정되면 중심화와 정규화를 수행

한 후 이중직교 스플라인(biorthogonal-spline) 웨이브릿 필터(bior4.4)를 적

용하여 5개의 계층으로 분할한다[41]. 이때의 bior4.4 필터의 QMF군은 표 

3.2와 같다. 

표3.2 이중직교 스플라인 필터의 QMF 필터 뱅크

필터 필터 계수


{0.037828, -0.023849, -0.110624, 0.377402, 0.852699,

 0.377402, -0.110624, -0.023849, 0.037828}


{-0.064539, 0.040689, 0.418092, -0.788486, 

  0.418092, 0.040689, -0.064539}


{-0.064539, -0.040689, 0.418092, 0.788486, 

  0.418092, -0.040689, -0.064539}


{-0.037828, -0.023849, 0.110624, 0.377402, -0.852699,

  0.377402, 0.110624, -0.023849, -0.03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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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웨이브릿 계수들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고 할당된 비트에 해당하는 

임계값보다 큰 값만 유효 계수로 결정된다. 전송되는 유효계수들에 대해 유

효 계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맵 정보는 4비트로 run-length 인코딩하고 유효 

계수는 2비트의 정수부와 8비트의 소수부로 표현한다. 불필요한 코딩을 줄

이기 위해 맵 정보는 마지막 유효 계수의 위치까지만 포함하여 하위 계층에

서 지속적으로 0이 나오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3.3.4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

그림 3.8 각 블록에 대해 인코딩된 비트열 형태

   그림 3.8은 각 블록에서 인코딩된 비트열 형태를 나타낸다. WLDECG는 

블록의 크기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복원에 필요한 헤더 정보가 빈번하게 추

가된다. 이것은 압축 효율의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헤더의 증가

를 막기 위하여 헤더 압축을 실행한다. 헤더 압축은 동일한 블록 타입에 대

해 연속적인 두 신호의 차이를 계산한다. 표 3.3과 같이 2비트를 사용하여 

초기 블록, 최대값을 가진 블록( ) 그리고 와 을 구분한다. 총 헤더 

크기는 초기 블록은 64비트, 은 48비트, 는 32비트, 는 24비트가 된

다. 헤더 예측에 의해 압축되는 요소는 블록 크기, 반중심화(de-centering)을 

위한 블록의 평균값, 인코딩된 유효계수의 크기, 인코딩된 유효 계수 맵 정

보의 크기 그리고 임계화 후 마지막 유효계수의 위치이다. 특히 반정규화

(de-normalization)을 위한 최대값은 현재의 블록의 최대값이 이전의 최대

값보다 클 경우에만   블록 타입이라 정의하고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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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4개의 서로 다른 블록 타입에 대해 할당된 헤더 비트 수

 (비트수)

헤더 정보 초기 블록   

블록 타입 2 2 2 2

블록 크기 8 2 2 2

평균 값 14 10 10 10

최대 값 16 16 - -

인코딩된 유효 계수의 

크기
8 6 6 3

인코딩된 맵 정보의 

크기
8 6 6 3

마지막 유효 계수의 

위치
8 6 6 4

합계 64 48 3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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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WLDECG 압축 알고리즘에서 파형 분할, 프레임 크기의 조절, 

웨이브릿 압축, 유기적인 비트 할당과 헤더 압축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인코딩 순서도이다.

그림 3.9 WLDECG 압축 알고리즘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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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격진료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동잡음이 분리된 신호를 효과적으로 압축한 후 CDMA환경에

서 안정적이면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원격진료 시스

템은 CDMA 1X 환경에서는 이미지와 생체 신호를 CDMA 1X EV-DO 환경에

서는 이미지와 생체 신호 및 화상회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각

각의 데이터는 적절한 오류 정정 및 재전송 기법을 사용한다. 

4.1 CDMA 1X 환경에서의 시스템 설계

4.1.1 CDMA 1X 무선 통신망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무선구간에서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신호 전송방법으로 여러 개의 직교를 가진 코드를 이용하여 같은 시간, 

같은 주파수 안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것이다[47-48]. CDMA 기술은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대역확산 통신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모든 서비스 역

에서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 효율이 다른 방식

에 비해 월등히 높고 무선 구간의 통신 비  보호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고정된 할당 방식의 다중 접속(Fixed Assignment Multiple Access)이기 때문에 

한번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접속이 되면 다른 셀로 이동하여 핸드오프가 일어

날 경우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의 유지가 가능하고 연결이 중단되지 

않는다.

   최초 이동전화 1세대는 FDMA 방식을 이용한 아날로그 이동통신 AMPS를 

말하며 이것은 단지 음성만 9.8kbps에서 서비스한다. 2세대는 CDMA 개념을 최

초 도입하여 동기식 방식의 CDMA one 이라 하는데 이것은 1993년 7월 미국에

서 제정한 무선 구간 표준인 IS-95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IS-95는 버전에 따

라 A, B, C가 붙는다. IS-95-A는 1995년 5월 음성 데이터 크기에 따라 전송 속

도를 다르게 설정해주는 보코더(Vocoder)가 정의되면서 13kbps까지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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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 고, IS-95-B는 1998년 고속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멀티 코드 방식을 사

용하면서 64kbps까지의 속도를 지원하 다. IS-95-C는 153.6kbps까지의 속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CDMA 1X로 변경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는 상용화된 

3세대 이동통신 CDMA 1X는 2GHz주파수 대역에서 2Mbps급의 데이터 전송속

도를 지원한다[47, 49-50]. 

   음성위주의 CDMA 단말기에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RLP(Radio Link protocol)을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토콜 측면에서 

RLP가 전송 중계 계층의 역할을 수행하며 PPP(Point-to-Point Protocol)가 연

결 계층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전송 중계 계층은 기본적인 데이터 전송에서 비

트 열 단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을 의미하고 연결 계층

은 중계 계층의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송수신하는 역할로 오류정정, 흐름 제어, 

동기화 등의 기능을 하는 계층을 말한다. 그러므로 CDMA 환경에서의 원격진료 

시스템은 RLP 계층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하위 계층의 전송 특성을 평가하고 

하위 계층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에러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추가적인 

전송 프로토콜을 구현하여야 한다. 

   RLP는 IS-95의 음성프레임과 동일한 20ms로 구성되며 무선구간에서 오류

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하는 프로토콜이다[51]. 상위 계층과는 무관하게 octet(8

비트)열로 송수신되며 IS-95 계층에 패킷의 번호를 붙여서 전송하고, 전송되지 

않는 패킷에 대해서는 재전송을 요구하며 최대로 불필요한 송수신 처리를 줄인

다. 송신측에서는 전송되는 프레임마다 번호를 붙여서 전송할 때마다 수신측으

로부터 ACK 신호를 받는데 만약 해당 번호의 ACK가 들어오지 않으면 RLP에

서는 재전송을 요구한다. 최초 1회 해당 패킷에 대해 재전송을 하고 다시 ACK

신호를 기다린다. 만약 재전송한 패킷도 손상된다면 다시 RLP는 해당 패킷을 2

회 연속으로 재전송하고 그래도 데이터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다면 3회 연속으

로 재전송한다. 이렇게 3회 RLP 재전송이 이루어진 후에도 ACK가 없을 시에

는 재전송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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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CDMA 1X의 시스템 설계 방안

   CDMA 1X에서 음성 데이터는 기본 채널(FCH : Funda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며 이론적인 최대 전송 속도는 14.4kbps이다[47-50]. 패킷 데이터는 

추가 채널(SCH :　Supplemental channel)을 사용하며 이것은 여러 개의 기본 

채널을 멀티 코드에 의해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대역폭을 확장시키는 원리이다. 

   CDMA 1X에서의 원격진료 시스템은 14.4kbps의 기본 채널을 사용하여 

M-to-M(Mobile to Mobile) 기반으로 설계한다(그림 4.1). 그림 4.2와 같이 

M-to-M 기반 통신은 CDMA 1X의 일반 프로토콜 계층 위에 추가적으로 네트

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인터넷

과의 연동없이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M-to-M 기반의 가장 큰 장점은 가

격 효율성과 접속 안정성이다. 추가 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

성 통화료만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킷 데이터이므로 접속률이 

음성 통화시와 동일하다. 또한 인터넷과 연동하는 IWF(Interworking function)

를 통과하지 않으므로 승인 및 연결 설정에 대한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고 구

현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M-to-M은 송신단과 수신단 모두 

CDMA 1X 모뎀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양방향의 이동성이 보장된다. 이것은 

이동중인 응급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가 요구되었을 때 전문의 역시 이동중인 

경우 효과적인 연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4.1 CDMA 1X M-to-M 연결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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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M-to-M 연결의 프로토콜 스택

   하지만 14.4kbps의 대역폭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내기에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는 생체신호와 이미지로 한정한다. 생

체신호의 경우 앞 장에서 제안한 웨이브릿 변환을 이용하여 압축하고 이미지는 

JPEG 또는 JPEG2000을 사용하여 압축하여 전송한다. 

4.1.3 CDMA 1X에서의 전송 프로토콜

   CDMA 1X의 기본 채널은 해당 기지국의 설정에 따라 프레임 비율이 

달라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5ms 단위로 64비트씩 전송되는 상황을 고려하

다. 이것은 RLP를 통과한 실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최대 12.8kbps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3은 이미지와 생체신호의 전송 블록도이다. 압축된 데이터는 각

각의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 제어 코드가 추가되는데 공통적으로 20ms 단위

마다 순열을 입력하고 데이터 크기에 따라 적정 단위마다 CRC 코드를 데이

터의 끝에 추가한다. 320×240 크기를 가진 이미지의 경우 JPEG으로 압축 

후 14.4kbps에서 전송되는데 5∼10초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응급진료에 가장 

중요한 심전도 신호와 다른 생체 신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면서 남

은 대역폭에 따라 JPEG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한다. 심전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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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ECG가 적용되는 블록 크기마다 전송하며 CRC 코드와 순열 번호를 사

용하여 수신단에서 에러 및 데이터 패킷 손실을 체크한다. 이때 독립 요소 

분석이 적용된 PPG 신호는 다른 생체신호 데이터 - 호흡(Respiration), 혈

압(NIBP) -와 함께 웨이브릿으로 압축하여 전송한다. 또한 웨이브릿 기반 

압축의 경우 1 비트 손상에 대해 민감한 부분인 압축 헤더와 위치 정보 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를 무선망의 환경에 따라 추가적

으로 사용하여 보호한다. 

   제어 코드 추가 후 무선 환경 전송을 위해 이미지와 생체신호를 혼합하

는 과정을 거치는데 전송하는 데이터 크기는 지속적으로 망 상태를 상호 반

환하여 최대 속도의 80%를 유지하도록 결정한다. 이때 혼합되는 데이터 열

에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헤더, 두 데이터의 동기화를 위한 시간 값(time 

stamp), 데이터 페이로드 타입, 전송 중요도 부여를 위한 마커(marker)를 헤

더 부분으로 추가한다. 

   수신단에서는 데이터 구분 헤더와 마커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와 생체신호 

데이터로 분리하고 순열 번호와 CRC 코드 체크를 통해 손상되거나 없어진 데

이터에 대해 재전송을 요구한다. 재전송 이후 원하는 데이터 크기만큼 수신이 

완료되면 압축데이터는 복원되어 각각 디스플레이 된다. 

그림 4.3 CDMA 1X 원격진료 시스템 전송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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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DMA 1X EV-DO환경에서의 시스템 설계

4.1.1 CDMA 1X EV-DO 무선망

   CDMA 1X-EVDO(Evolution-Data Only)는 기존의 CDMA 1X 무선 프로토

콜과는 완전히 다른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프로토콜로 최대 전송속도가 

전방향의 경우 2.4576Mbps까지 가능하고 역방향에서 153.6kbps까지 가능한 비

대칭 전송 속도 구조를 가진다. 기존의 CDMA 1X 역시 무선 구간 전송 속도를 

153.6kbps까지 지원하지만 사업자 측면에서 무선 구간의 용량 문제로 VOD 

(Video On Demand)의 경우 64kbps까지 할당하고 무선 인터넷은 평균적으로 

32kbps를 나타낸다. 또한 기본적으로 음성 활성화율(Voice activity rate)에 중점

을 두어 지연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1X EV-DO는 무선구간에서 

가입자의 전송속도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패킷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인 잠재 모

드(dormant mode)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선구간 및 시스템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47, 52].

   1X EV-DO 망에서 역시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RLP를 사용하여 전송을 

제어한다[53]. 1X EV-DO에서는 RLP 버전 3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순열 번호에 

해당하는 비트 수를 증가하여 많은 데이터 처리에 유리하도록 하고 가변 프레임 

크기를 도입하여 전송 속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RLP는 단순히 

best effort delivery 역할로서 3번까지 오류를 처리하고 상위 계층으로 넘긴다.  

   그림 4.4는 CDMA 1X EV-DO 환경에서의 원격진료 시스템과 통신망 구조

를 보인다. 이동시 앰뷸런스와 같은 곳에서 역방향 링크를 통해 최대 153.6kbps

로 전송된 데이터는 기지국(BS)에서 사설 데이터망(PDSN)을 통해 IP 네트워크

로 접속하여 3차 진료기관으로 전송된다. 

   CDMA 1X EV-DO의 역방향 채널에서 153kbps의 데이터 전송은 그림 4.4

와 같이 EV-DO 폰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AT Command에서 HDR(High Data 

Rate)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

이 가능한 SCH(Supplemental Channel)를 할당받는 것으로 여러 개의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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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용하여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지만 일반적인 음성 통화 채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높은 서비스 이용 요금이 요구된다. 

   이러한 EV-DO에 대한 153.6kbps까지의 역방향 전송 속도는 CDMA 1X보

다 10배 이상의 대역폭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와 생체신호 이외에 화상 회의 데이터 

중 비디오 신호의 경우 H.263 코덱을 사용하고 음성 신호는 ACELP(Algebraic 

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을 이용하여 압축한 후 전송한다. 

   획득된 데이터는 UDP(User Datagram Protocol)/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SDN(Packet Switch Data Network)을 통해 응급실의 유선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된다.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가 연결 지향적인데 비해 UDP

는 비연결지향 방식이므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리하고 에러가 많은 환

경에서 TCP의 재전송은 큰 전송 지연을 발생하기 때문에 무선환경에서는 UDP

를 사용해야 한다[5-7].

그림 4.4. 1X EV-DO 망을 사용한 원격진료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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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63 압축 기법은 64kbps 이하의 통신 환경을 위한 상 압축 기법으로 기

존의 H.261이 화소단위로 움직임 추정 및 보상을 하는데 반해 1/2 화소 단위로 

움직임 추정 및 보상을 하여 보다 향상된 성능을 갖는다[r]. 또한 선택적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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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움직임 벡트(unrestricted motion vector), 조건부 산술부호화

(syntax-based arithmetic coding), 고급예측(advanced prediction) 그리고 

MPEG와 같이 순방향과 양뱡향 예측을 사용하는 PB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여 

압축 성능을 향상 시키고 있다. 무선 환경에서 잡음에 의해 손상된 데이터는 

GOB(Groub of Block) 단위로 에러를 체크하는 에러 추적(error tracking)으로 

오류를 검출하고 움직임 추정과 보상을 GOB 단위로 행하여 독립적인 분할 디

코딩을 통해 에러 확산을 방지하며 손상된 부분은 에러 추적시 관측된 기준 신

호로 대체하거나(reference picture selection) 재전송을 요구함으로써 보상한다.  

4.2.2 CDMA 1X EV-DO 무선망 상태 측정

   CDMA 1X의 M-to-M 통신은 14.4kbps에 대한 1개의 채널을 고정 할당

(Fixed assignment)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대역폭의 변화량이 크지 않다[R]. 하

지만 1X EV-DO는 153.6kbps의 고대역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채널을 할

당 받을 뿐만 아니라 IP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때문에 무선 환경의 속도 변화 및 

위치 변화에 큰 향을 받고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EV-DO 원격진료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차량 속도 변

화에 대한 대역폭과 에러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여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1Mbyte

의 데이터를 속도에 따른 필드 테스트를 실행하 다.

   그림 4.5는 20회 반복된 필드 테스트 실험의 평균 전송 속도를 나타낸다. 정

지 상태에서의 전송 속도는 132kbps로 CDMA 1X EV-DO의 이론적인 전송 속

도 153.6kbps와 거의 유사한 값은 나타낸다.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 

속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렇지만 평균속도는 항상 100kbps보다 높게 유지

된다. 하지만 1km 이하의 길이를 가진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100kbps 미만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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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평균 전송 속도

그림 4.6. 전송 패턴 분석 결과

(a) 정지 (b) 20km/h (c) 40km/h (d) 60km/h (e) 80km/h (f)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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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은 각각의 속도에 대한 전송 속도의 변화를 보인다. 연결 상태가 양

호할 때에는 차량의 이동속도에 관계없이 140kbps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 군

집 오류(burst error)가 유입되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은 속도가 증가할

수록 빈번하고 넓게 나타난다. 그림 4.6(f)와 같은 터널 환경에서는 박스 표시한 

부분과 같이 15초 이상의 시간 동안 전송 속도의 감소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림 

4.6(e)의 80km/h인 경우는 박스 표시한 부분과 같이 순간적으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정 속도 이상이거나 터널과 같은 장애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전송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수신단 버퍼에서 

ARQ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7은 이동 속도에 따른 에러 확률을 나타낸다. 이것은 송수신단에서 

에러 보상에 대한 추가적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RLP layer만으로 에러를 

정정을 했을 경우 손실되는 패킷의 에러 확률이다. 속도가 80(km/h)에 도달할 

경우 에러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그림 4.6(e)의 박스 표시 부분과 같

이 속도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는 부분과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60km/h까지의 이동 속도에서는 에러가 10-3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1X EV-DO 망에서 제공하는 RLP layer의 특성이 80(km/h) 근처의 속도까지는 

효과적으로 커버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4.7. 에러 발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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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CDMA 1X EV-DO 전송 프로토콜

   4.2.2.절에서의 CDMA 1X EV-DO의 전송 속도 실험 결과로부터 그림 4.8과 

같이 전송 속도의 변화에 대한 분포도를 얻을 수 있다. 이상적인 형태로는 

140kbps의 전송 속도를 평균으로 표준편차 20을 가진 가우시안 분포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인 실험 결과는 속도 변화에 대한 에러의 증가에 따른 RLP 계층

에서의 재전송 지연, 핸드오프 지역과 같은 지역적인 변화에 대한 전파 세기의 

약화,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의 문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120kbps 이하의 전송 

속도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빠른 속도에서의 핸드오프로 인한 지연과 터

널과 같은 전파 차단지역에서는 20kbps 이하의 낮은 전송 속도가 유지될 수 있

다. 그러므로 수신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진송 지연과 대역폭을 측정하여 송신단

에 알려줌으로써 전송 데이터의 우선권 부여, 압축률 조절과 같은 자동 제어

(feedback control)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손실과 에

러첨가로 인한 데이터 손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전송 및 오류 보호 매카니즘을 

필요로 한다. 

kbps

전
송

속
도

빈
도

수

kbps

전
송

속
도

빈
도

수

그림 4.8 전송 속도 분포도

   먼저 원격진료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생체신호 데이터는 웨이브릿을 이용하

여 압축한 후 전송한다. 심전도의 경우 3절에서 제안한 WLDECG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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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하는데 평균 0.35초(360Hz 샘플링에 대한 평균 프레임 크기 128 샘플수)마

다 전송하므로 다른 데이터(호흡, 산소포화도, 혈압) 역시 같은 시간 구간에 대

해 획득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한다. 

   그림 4.9는 생체신호의 전송 데이터 형태를 나타낸다. 수신단에서는 데이터 

구분 헤더에 따라 데이터를 확인하여 각각의 디코딩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

고 전송 길이와 순열번호는 데이터가 올바로 전송 되었는지 확인한다. CRC 코

드는 16비트를 사용하는데 수신단에 데이터가 들어옴과 동시에 패킷의 마지막 

부분의 CRC 코드를 확인하여 오류에 의한 데이터 손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 이러한 순열 번호 확인과 CRC 체크를 통해 데이터의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

하 을 경우 송신단으로 재전송을 요청한다. 심전도 데이터의 재전송이 발생하

을 경우 송신단에서는 UDP 프로토콜의 우선 전송 명령어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CRC 코드는 전송 패킷의 비트 열에 대해 다항식의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비트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예를 들어 전송 비트가 10010110101이고 생성 다항

식이             일때 전송 비트를 다항식으로 나눈 나

머지가 오류 검사 코드가 된다. 오류 검사 코드는 프레임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

하고, 수신 측에서는 이 검사 코드에 대해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여 산출된 결과

와 비교하는 것으로 오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CRC 코드는 

CRC-16으로써 식 (4.1)과 같이 표현한다.

                 (4.1)

그림 4.9 심전도 데이터 전송 패킷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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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스탬프는 무선망의 전송 속도, 전송 지연, 지터(jitter) 값 등을 측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터는 전송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네트

워크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지터의 갑작스런 증가는 전송 대역폭의 감소와 패

킷 손실률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수신단에서는 지터의 값을 지속적으로 체

크하여 일정시간 또는 갑작스런 증가가 발생할 때 마다 송신단으로 전송하여 전

송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6]. 지터는 송신단과 수신단 시스템의 시간

차(time offset)를 제거하기 위해 식 (4.2)와 같이 계산한다[54].

                                               (4.2)

여기서  는 와 번째 패킷의 전송 속도 차이 값 즉 지터이며, 는 번

째 패킷의 수신 시간이고 는 번째 패킷에 포함된 타임 스탬프 값이다. 

   생체 신호 이외에 원격진료 시스템 전송에 필요한 이미지, 화상회의 데이터

는 그림 4.10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인코딩된 데이터는 최대 전송 크기(MTU : 

Maximum Transition Unit)보다 크기 때문에 무선 통신망 환경에 맞추어 적절

히 분할하여 전송한다. 그러므로 이미지 또는 화상회의 데이터 전송 패킷은 데

이터 구분 헤더와 순열번호, 타임스탬프 이외에 총 패킷의 전송 길이와 분할 크

기를 추가적으로 첨가한다. 

그림 4.10. 이미지 및 화상회의 데이터 전송 패킷 형태

   수신단에서는 최초 각 데이터 구분 헤더에 따라 어떤 데이터가 전송 되었는

지 확인한 후 CRC 코드와 순열 번호 확인을 통해 에러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

후 타임 스탬프를 통해 지터와 전송 속도 / 에러 유무를 제어 포트를 통해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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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전송한다. 

   송신단의 자동 제어(feedback control)은 무선 환경의 상황에 따라 압축률과 

우선 순위를 조절한다. 그림 4.8에서 120kbps∼160kbps에서의 높은 전송 속도를 

가질 경우 생체신호, 이미지, 화상회의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고 오류에 대한 재

전송 매카니즘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비트 에러가 발생하면 생체신호의 심전도 

신호에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를 추가한다. 지터의 증가가 발생할 때에는 송신

단에 타이밍 버퍼를 사용하여 전송 시간을 조절한다. 그리고 40∼120kbps의 중

간 전송 속도에 대해서는 이미지의 전송 간격을 넓혀 혼잡(congestion)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에서는 재전송은 가능하지만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

는 추가하지 않는다. 

   마지막 0∼40kbps의 저속의 전송 속도를 가질 때는 지터 값이 급격히 증가

하므로 다음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생체신호를 

먼저 보내고 이미지의 전송 간격을 더욱 넓힌다. 두 번째로 화상회의 데이터는 

가장 많은 대역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송하지 않고 대역폭이 다시 

확보되었을때 전송을 다시 시작한다. 세 번째 저속의 전송 속도에서는 재전송이

나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는 지연을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오

류가 발생하는 패킷이 있을 때는 전송속도가 증가하 을 때 여분의 대역폭을 사

용하여 차후 전송하고 패킷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중복(duplication) 

전송하여 패킷 손실과 에러 발생의 확률을 감소시킨다. 네 번째 20kbps 이하에

서는 0.3초마다 전송되는 심전도 신호에 대해 RLP 계층에서의 재전송과 수신단 

버퍼의 혼잡으로 인해 지연 값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송신단에서 타이밍 버퍼

를 생성하여 전송되는 시간을 지터 값에 따라 조절하도록 한다.

   각 전송 구간에 따른 전송 제어 방법은 표 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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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전송 속도 구간에 따른 자동 제어 방법

전송속도

구간(kbps)

지터(jitter)

증가

패킷 손실

발생

패킷 에러 

발생

100∼160
․압축률 증가

․타이밍 버퍼 사용
재전송 실행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FEC) 

추가

40∼100

․압축률 증가

․이미지 전송 간격 증가 / 

  분할 크기 감소

․타이밍 버퍼 사용

재전송 실행 중복 전송

0∼40

․생체신호 우선 전송

․압축률 증가

․화상회의 데이터 전송 중지

․이미지 전송 간격 증가 / 

  분할 크기 감소

․타이밍 버퍼 사용

-

(차후 전송)
중복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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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환경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3가지 처리 단계에 따른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환경을 설명한다. 

5.1 독립 요소 분석을 통한 동잡음 제거

5.1.1 시뮬레이션 데이터

   2장에서 제안한 PPG 신호의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에 대해 최적이 파라미터 

값을 결정하고 임의의 잡음의 크기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하여 3종류의 시

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 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인터리빙에 필요

한 최적의 샘플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잡음이 유입되지 않은 PPG 신호에 임

의의 잡음을 첨가시켜 합성하 다. 측정된 PPG 신호의 전압의 범위는 ±2.5V이

고 첨가된 잡음은 평균이 0이고 SNR= 4dB이다. 

두번째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PPG 신호가 근적외선(IR(890nm)), 적외선

(RED(660nm)) 두개의 파장에 대해 크기가 다른 비슷한 파형으로 관측되는 사

실에 기초하여 사인 파형(sine wave)을 합성하여, 주기측정의 에러에 대한 성능 

분석에 사용하 다.   ×  과   ×  의 신호에 첫번째 

데이터와 동일한 크기의 잡음을 첨가시켰다. 진폭 5와 2는 실제 임상데이터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 증폭시켜 측정한 경우와 비슷한 정류 진폭 값이고 주기 300

은 1분에 90회 심장박동 하는 사람을 500Hz로 샘플링 했을 때 1주기 신호의 샘

플 개수이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두번째 데이터에서 잡음의 크기를 

변화시켜 합성하여 SNR에 따른 복원 정도를  비교하는데 사용하 다. 입력 신

호  과 복원된 신호  의 MSE (Mean Square Error)를 복원정도의 평

가 기준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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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실제 임상 PPG 데이터 
 실제 PPG 데이터 획득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멀티플렉싱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광 잡음(ambient artifact)을 제거

한다. 이것은 제안된 알고리즘이 동잡음 제거만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 두 번

째, 인터리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직류 출력을 일정하게 맞춘다. 이것은 

회로 안에서와 알고리즘 상에서 평균 보정을 통해 직류 성분 제거를 실행한다. 

세번째, 신호는 아날로그 회로로부터 포화상태(saturation)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V 이상의 신호에 대한 포화는 근적외선 파장과 적외선 파장에 대한 신

호의 차이를 크게 변화시켜 ICA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림 5.1은 PPG 신

호 획득을 위한 회로 구성도를 보인다. 

그림 5.1 PPG 신호 획득 회로 구성도

   동잡음 획득 실험은 (1) 프로브에 압력 적용(application of pressure to the 

probe clip), (2) 손가락의 움직음(bending the finger), (3) 손의 움직임(waving 

movements of the hand), (4) (1),(2),(3)의 임의 혼합(Pseudo-random 

combinations)에 대해 진행하 다. 이때 각각 비슷한 시간에 동잡음이 없는 

PPG 신호를 획득하여 각각의 경우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시간 역과 주파수 

역에서 결과를 비교하 고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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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웨이브릿 기반 낮은 지연을 갖는 심전도 압축(WLDECG)

5.1.1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안된 심전도 압축 알고리즘 WLDECG에 대한 성능평가 실험은 MIT

‐BIH와 CU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사용하 다[22]. 이것은 10볼트에서 12

비트 해상도를 가지고 5분간 측정되었다. TEST1은 정상적인 심전도 신호인 

MIT‐BIH 부정맥 데이터베이스(360Hz 샘플링) 레코드 mit100을 사용하

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 TEST2 데이터는 정상, 비정상, 잡음 첨가된 여러 

형태의 심전도 신호를 MIT‐BIH 부정맥 데이터베이스(360Hz 샘플링)의 레

코드 100, 103, 104, 107, 200, 201, 207, 208, 213, 215와 CU 빠른 심실 부정

맥(Ventricular Tachyarrhythmia) 데이터베이스(250Hz 샘플링)의 레코드 

cu01, cu04, cu08 그리고 MIT‐BIH 잡음 환경 테스트 데이터베이스(360Hz 

샘플링)의 레코드 118e00, 119e00을 사용하 다. 

5.1.2 실험 조건

   WLDECG의 성능은 TEST1과 TEST2 데이터를 사용하여 3.2절에서 소

개한 기존의 세가지 압축 방법 Rajoub의 알고리즘(RA), EZW, WHOSC와 

비교하여 압축 성능 및 무선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1) 압축 성능 평가

TEST1 데이터에서는 RA와 EZW의 데이터 크기를 128에서 1024까지 변화

시켰을 때 128의 데이터 크기를 가진 WLDECG와 압축률 및 복원률을 비교

하 다. 다른 실험은 RA와 EZW를 1024 데이터 크기로 고정시키고 1/15로 

압축한 후 진행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WLDECG의 임계치 값인 는 이전   블록의 최대

값의 80%로 적용하 고 는 30초를 사용하 다. 는 와   블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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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게 분포될 수 있도록 블록 출현 빈도수 의 비율이 1이 되는 

값으로 근사화하 다. 

2) 무선 환경 에러 시뮬레이션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한 원격 진료 시스템 환경에서의 적합성을 알아보

기 위해 TEST1 데이터에 BER(Bit Error Rate)이 10
-2
∼10

-6
 인 랜덤 잡음

을 첨가 하 다. 그런데 랜덤 잡음에 대하여 손상된 비트 스트림은 손상 위

치에 따라 복원된 심전도 신호의 복원 품질이 달라진다. 특히 그림 3.8에서 

헤더 정보와 SC위치 정보 맵 코딩 데이터는 손상되었을 때 복원에 심각한 

에러를 야기한다. 따라서 헤더와 맵 부분을 MSI(More Significant 

Information)라 정의하여 에러 보호(protection) 한 후 랜덤 잡음 시뮬레이션

을 실행하 다. 에러 보호는 r = ½(콘볼루션 코딩 비율), K = 9(지속 크기) 

콘볼루션(convolutional) 인코딩 / 비터비(viterbi) 디코딩을 사용한 전방향 

오류 정정(Forward Error correction : FEC) 부호를 적용한다[48, 55].

3) CDMA 시뮬레이션 모델

   CDMA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은 표 5.1과 같이 동기식 DS-CDMA 1X

의 역방향 링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56]. CDMA 1X 역방향에 대한 시뮬

레이터는 그림 5.2와 같이 설계 되었다[48]. 압축된 심전도 데이터는 채널 

코딩 단계에서 콘볼루션 코딩과 블록 인터리빙을 통해 군집 에러(burst 

noise)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CDMA 1X에서 GSM과 다른 중

요한 특성은 변조 부분에서 walsh-hadamard 코드와 Pseudo Noise(PN) 시

퀀스를 이용한 주파수 대역 확산이다. 56개의 스테이지를 갖는 long PN은 

사용자를 구분하고 15비트 short PN은 직각 확산(quadrature spreading)을 

위하여 사용된다. 1 프레임 크기는 CDMA 1X의 FCH와 동일한 5ms당 

64bit이며 이때 에러는 표5.2의 Eo/Io에서 해당 FER(Forward Error Rate)를 

보이도록 생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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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실제적인 동기식 수신기에서 요구되는 Eo/Io

Eo/Io
(dB)

2.2 2.5 2.8 3 3.3 3.5

FER 0.05 0.02 0.015 0.011 0.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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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filter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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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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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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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DMA 1X 역방향 채널의 시뮬레이터

5.1.3 평가 조건

   WLDECG의 성능은 지연 시간, 블록 에러 발생 비율, PRD(Percent 

Root-Mean-Square Difference)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각각의 알고리즘 

동작 단계에 따른 펜티엄 2.4 GHz PC와 512 메가바이트 램을 사용하여 측

정하 다. 블록 에러 발생 비율은 블록의 총 개수에 대해 에러가 발생한 블

록 개수의 비율로 결정한다. PRD는 개의 샘플에서 압축되지 않은 원래의 

심전도 신호(  )와 압축 후 복원된 심전도 신호( )를 사용하여 복원 

신호의 품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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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DMA 1X, EV-DO에서의 원격진료 시스템

5.3.1 실제 필드 테스트 조건

   CDMA 1X와 EV-DO 환경에 대한 실제 필드 테스트는 두가지 다른 위

치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의 외곽지역 고속도로 및 산간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내 중심부 반경 20km 내외의 교통 정체 및 빌딩이 많은 지역

이다. 실험은 2시간 간격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일동안 진행되

었고 각각의 시도에서 이동 차량의 속도는 0에서부터 120km/hour까지 

20km/hour씩 변화시켰다. 특정 시간대의 접속율의 변화와 특정 지역에서의 

지역분포에 의한 향을 보상하기 위해 측정된 값의 평균을 사용하 다. 

   CDMA 1X 실험은 송신단과 수신단에 CDMA 1X 모뎀((Anydata, LG 

Telecom Co., Korea)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없이 직접 연결 되었다. 이때 

RLP(Radio Link Protocol)에서 분할되어 전송되는 단위는 5ms당 64비트 (8비트 

패딩(padding)을 고려하면 72비트)이고 R-FCH(Reverse Fundamental Code 

Channel)을 사용한다. 

   CDMA 1X EV-DO 실험은 UDP/IP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동 차량에

는 EV-DO 핸드폰을 노트북에 연결하 고  수신단에서는 ADSL을 사용하여 연

결하 다. 여기서의 RLP 전송 단위는 23.6ms당 6400비트이고 R-SCH(Reverse 

Supplemental Code Channel)을 사용한다.

   실험을 통해 측정한 기본적인 값은 속도 변화에 따른 전송 속도, 에러 

발생율, 시간에 따른 전송 속도 분포도이며 각각의 망상태에 따른 지연 시

간 및 재전송 시간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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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결과

6.1 독립 요소 분석을 통한 동잡음 제거 결과

6.1.1 시뮬레이션 결과

   인터리빙을 하기 위한 최적의 주기 파형의 수는 첫번쨰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최소 주기 수로 결정하

다. 그림 6.1은 인터리빙에 사용되는 주기 파형의 수에 따라 알고리즘 적용

시의 Mean Square Error(MSE)를 구한 그래프이다. 주기 파형의 수가 10일

때부터 MSE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후 0.5∼0.7 범위 내에서 적은 변동을 나

타내었다. 최초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신호의 MSE는 2.4 다. 안정되기 

시작하는 MSE 0.6인 10 주기를 최적의 주기 파형 수로 결정하 다.

그림 6.1 인터리빙에 사용된 주기 파형의 수에 따른 MSE

   주기 계산의 부정확에 따른 오차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번째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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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한 주기 시작점에 대해 임의의 ±1 샘플부터 ±10 샘

플까지 변화시켜가며 MSE를 계산하 다. 그림 4.과 같이 샘플 에러의 수가 

증가할수록 MSE는 증가한다. 그림 6.1의 첫 번째 합성 데이터에 대한 수렴

구간 문턱치 SNR값 0.8을 동일하게 그림 6.2에 적용하 을 때 허용되는 샘

플 에러의 범위는 ±6 샘플이다. 즉 허용주기 SNR 값에 대한 주기 동기 에

러는 ±6 샘플 까지 허용된다. 주기 상관 함수를 사용하여 SNR이 4dB인 합

성데이터 2에 대한 주기 측정은 평균 1 픽셀 에러를 보인다.

그림 6.2 측정된 주기의 샘플 에러에 따른 MSE

그림 6.3과 같이 SNR에 따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은 시뮬레이션 데이

터 3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전처리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기존의 ICA 방

법, 새롭게 전처리를 추가하여 제안한 ICA 방법 모두 잡음의 신호 세기가 

증가할수록 MSE 값이 커진다. 그러나 특히 잡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ICA 방법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MSE 값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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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SNR(dB)에 따른 MSE

6.1.2 실제 PPG 적용 결과

   4개의 다른 동잡음 패턴에 대해 신호를 획득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

용시켰다.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자기 상관 함수에 

의해 측정된 주기 신호 10개를 사용하 다. 

   그림 6.4(a), (e)는 각각의 움직임 패턴에 대해 근적외선 파장과 적외선 

파장에 대해 획득된 신호이다.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해 이것을 ICA만 적용

하여 분리해 보고 fc = 10Hz로 LPF 하여 고대역의 잡음을 제거하여 ICA를 

적용하 다. 이것의 분리 결과는 그림 6.4(b), (f)에서 ICA만 적용한 것을 보

이고 그림 6.4(c), (g)는 LPF 후 ICA를 적용한 것을 보인다.   이 순수한 

PPG 신호이고,  을 동잡음 신호라 하면 기존의 ICA나 LPF를 통과시

킨 ICA로는 올바른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그림 6.4(d), (h)

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리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동잡음과 PPG 

신호가 서로 혼합된 신호로부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이노베이션 처리 위

에서 ICA를 적용하면 원 신호와 동잡음 신호가 분리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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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시간 역에서의 각 case별 알고리즘 적용 결과 in time domain 

(a) case 1(Pressure on probe), case 2(Bending finger)에 대해 획득된 신호 

(b) case 1, 2에 ICA만 적용시킨 분리 결과 

(c) case 1, 2에 fc = 10Hz로 LPF 한후 ICA를 적용한 결과 

(d) case 1, 2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리 결과

(e) case 3(Waving hand), case 4(random motion)에 대해 획득된 신호, 

(f) case 3, 4에 ICA만 적용시킨 분리 결과   

(g) case 3, 4에 fc = 10Hz로 LPF 한후 ICA를 적용한 결과 

(h) case 3, 4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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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의 성능은 주파수 역의 스펙트럼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6.5(a)는 순수한 PPG 신호의 스펙트럼 분포로써 10Hz 내에서 크게 3개의 

대역을 형성한다. 그림 6.5(b), (e)는 각 case 별 동잡음이 첨가된 신호의 스

펙트럼이다. 이것은 3개의 주파수 대역은 비슷하지만 스펙트럼에 손상이 나

타나 일반적인 필터링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증명한다. 그림 6.5(c), (f)는 인

터리빙과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처리를 한 후의 스펙트럼 분포로써 잡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거되어 순수한 PPG 신호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

을 보인다. 최종적으로 그림6.5(d), (g)는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ICA를 적용

하여 분리한 PPG 신호와 동잡음 신호의 스펙트럼 분포이다. 

   그림 6.6은 1분간 PPG 신호을 획득하면서 일정 구간 동안 각각의 동잡

음 패턴을 모두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결과이다. 근적

외선 파장에서 측정한 신호 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리하여 복원한 는 모든 

동잡음 패턴에 대해 순수한 PPG 신호의 복원이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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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주파수 역에서의 각 case 별 알고리즘 적용결과 

(a) 움직임이 없는 순수한 PPG 신호의 스펙트럼 분포 

(b) case 1(Pressure on probe), case 2(Bending finger)에 대해 획득된 신호의 스펙트럼 

(c) case 1, 2를 인터리빙과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한 신호의 스펙트럼 

(d) case 1, 2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리 결과에 대한 신호와 동잡음의 스펙트럼 

(e) case 3(Waving hand), case 4(Random motion)에 대해 획득된 신호의 스펙트럼 

(f) case 3, 4를 인터리빙과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한 신호의 스펙트럼 

(g) case 3, 4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리 결과에 대한 신호와 동잡음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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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1분 동안의 실시간 적용 결과 

            : 획득한 IR 파장 신호,  : 분리한 IR 파장 신호 

       (a) Pressure on probe, (b) Bending finger, 

       (c) Waving hand, (d) Random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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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웨이브릿 기반 심전도 압축 알고리즘 평가

   WLDECG의 압축 성능은 정상 심전도 데이터(TEST1)에 대해 RA의 여

러 프레임 크기(128, 256, 512, 1024)를 적용한 결과 비교되었다. 그림 6.7과 

같이 WLDECG와 RA 모두 압축률이 향상됨에 따라 복원 신호의 품질은 감

소하고 PRD가 증가한다. 그렇지만 WLDECG의 PRD는 압축률의 변화에 따

라 덜 민감하다. 특히 높은 압축률에서 WLDECG는 RA보다 훨씬 좋은 성

능을 보인다. 게다가 RA의 경우는 데이터 크기가 작아질 수록 대부분의 기

존 압축 방법과 마찬가지로 PRD의 증가량이 급격해 지지만 WLDECG는 

RA의 모든 프레임 크기에 대해서도 좋은 압축 성능을 보인다. 

그림 6.7 RA의 여러 프레임 크기에 대한 WLDECG와의 압축 성능 비교

   그림 6.8은 WLDECG와 다른 ECG 압축 알고리즘과의 압축 성능을 비

교한 결과이다. 평균 128 샘플의 프레임 크기를 가지는 WLDECG가 1024 

샘플의 프레임 크기를 갖는 RA, EZW, 512 샘플의 프레임 크기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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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C보다 더 높은 압축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ECG 압축 알고리즘이 압축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은 프레임 크기가 필요한 

것에 반해 WLDECG는 작은 프레임 크기를 가지면서 높은 압축 성능을 획

득하는 것을 보인다. 

그림 6.8. WLDECG와 다른 ECG 압축 알고리즘의 압축 성능 비교

표6.1은 여러 형태의 심전도 데이터(TEST2)에 대한 PRD 성능을 보인다.  

WLDECG는 빠른 심장 박동을 가진 데이터(cu01, cu04 : CU Ventricular 

Tachyarrhythmia 데이터베이스)와 노이즈가 첨가된 데이터(118e00, 119e00  

: MIT-BIH noise street test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RA보다 낮은 PRD를 

가진다. MIT-BIH Arrhythmi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WLDECG의 평균 

PRD(1.067)가 RA의 PRD(1.137)보다 낮다. 게다가 96에서 128개의 크기를 

가진 WLDECG는 1024개의 샘플 크기를 가진 RA보다 8배 이상의 지연 시

간 감소를 보이면서 더 좋은 압축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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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여러 심전도 신호에 대한 WLDECG와 RA의 성능 비교

그림 6.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mit200 레코드에 대해 15:1로 압축한 후 복

원한 심전도 신호의 품질을 심장 전문의와 함께 평가하 다. WLDECG는 

그림 6.9의 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RA보다 ST tilt 같은 부분에서 더 좋

은 신호 파형을 획득한다. 이때의 PRD 역시 WLDECG(0.931)가 RA(0.956) 

보다 낮다. 



- 74 -

그림 6.9 mit200 심전도 신호에 대한 복원 신호의 품질 평가

(a) 입력된 심전되 신호

(b) WLDECG를 사용하여 복원한 심전도 신호

(c) RA를 사용하여 복원한 심전도 신호

   표 6.2과 같이 인코딩된 비트 열에 임의의 잡음을 첨가시켰을때 

WLDECG는 RA보다 모든 BER(bit error rate)에 대해 RA보다 낮은 블록 

에러 비율과 PRD를 보인다. WLDECG는 낮은 프레임 크기로 인해 비트 에

러에 대한 손상 및 에러 확산에서 RA보다 더 강인함을 보인다. 즉 RA의 

경우 전송 데이터에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인 유효 계수의 코딩 데이터가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동일한 보호 방법을 적용시 같은 에러 환경에서 한 

블록이 에러에 의해 손상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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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에러 시뮬레이션 결과

BER

제안된 알고리즘 RA

PRD
블록 에러
비율(%)

PRD 블록 에러 
비율(%)

0.01 2.943 63 9.85 100

0.005 2.25 48 7.42 54

0.001 1.445 12 2.232 25

0.0005 0.836 5.5 1.509 15

0.0001 0.634 1.6 1.055 8

0.00005 0.615 0.65 0.784 5

0.00001 0.608 0.33 0.684 2

0.000005 0.605 0 0.674 0

0.000001 0.605 0 0.674 0

   에러에 대한 강인성만큼 알고리즘의 프로세싱과 전송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은 원격 진료 시스템 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 6.3는 제안된 알

고리즘과 RA의 소비 시간을 보인다. 최초 데이터 획득에서 360HZ 샘플링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350ms를 소비하고 RA는 2800ms를 소비한다. 데이

터 크기가 크기 때문에 RA는 제안된 알고리즘보다 인코딩, 디코딩, 전방향 

오류 정정 보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또한 무선망 전송 속도를 

9.6kbps라 가정했을 때 15:1로 압축된 데이터는 수신단까지 전송되는데 제

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8.3ms, RA의 경우 66.4ms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제

안된 알고리즘은 최초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압축한 후 전송했을 때 수신단

에서 500ms이내에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블록 크기를 요구하는 RA의 경

우 약 4.5초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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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측정된 프로세싱 지연 시간

프로세싱

시간 (ms)

제안된

알고리즘
RA

데이터 획득 350 2800

인코딩 8 34

전방향 오류 정정 

보호(FEC protection)
118 1500

전송(9.6kbps에서) 8.3 66.4

디코딩 6 30

총합 490.3 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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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DMA 환경에서의 원격진료 시스템 평가

6.3.1 CDMA 1X 원격진료 시스템 실험 결과

   그림 6.10과 6.11은 CDMA 1X 기반으로 설계된 원격진료 시스템의 송

신단과 수신단 인터페이스를 나타난다. 

그림 6.10. CDMA 1X 원격진료 시스템 송신단 

그림 6.11. CDMA 1X 원격진료 시스템 수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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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단에서는 동 상 재생부, 동 상 캡쳐부, 생체신호 디스플레이, 생체

신호 파라미터 디스플레이, 각종 제어 버튼으로 구성되며 수신단에서는 전

송된 이미지, 생체신호, 파라미터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필드 테스트 하 을 때 차량 이동속도에 

따른 평균 에러 발생 확률은 표 6.4와 같다. RLP 계층의 재전송과 CDMA 

1X 통신망의 상용화로 인해 120km/h의 속도에 대해서도 10
-3
이하의 에러 

발생 확률이 나타난다. 

표 6.4. 차량 이동속도에 따른 평균 에러 확률(BER)

차량 이동속도

(km/h)
0 20 40 60 80 100 120

BER 0 0.00003 0.00006 0.00013 0.00021 0.00028 0.00032

   표 6.5는 차량 이동 속도에 따른 전송 속도에 대한 평균값과 최대, 최소 

값을 나타낸다. 평균 전송 속도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고 

최대 전송 속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인다. 반면 최소 전송 속도는 최소 

6.91kbps까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속도 저하에 따라 에러가 발

생할 때 재전송 패킷에 대해서는 전방향 오류 정정 부호를 추가하여 전송한

다. 그림 6.12은 80km/h의 속도로 이동시 시간에 따른 전송 속도의 변화량

을 나타낸 것이다. M-to-M 통신은 안정성이 기초되기 때문에 13.2kbps로 

전송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핸드오프가 발생하는 지역과 같이 갑자기 

전파의 세기가 약해질 경우 RLP 계층의 재전송과 에러 발생으로 인해 1∼2

초가량 전송 속도가 12kbps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림 4.6의 EV-DO에

서의 전송속도 변화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전송속도를 가지지만 안정

적인 전송 대역폭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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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차량 이동속도에 따른 전송 속도
단위 : kbps

차량 이동속도

(km/h)
0 20 40 60 80 100 120

최소값 10.06 9.53 8.8 8.54 8.52 8.04 6.91

평균 13.6 13.3 13.2 13.15 13.06 12.88 12.63

최대값 14.0 14.0 13.8 13.8 13.8 13.8 13.8

그림 6.12. 이동속도 80km/h에서의 전송속도 변화

   표 6.6은 생체 신호에 대해 최초 데이터 획득으로부터 획득 지연 시간, 

전송 지연 시간, 프로세싱 지연 시간을 모두 계산한 결과이다. WLDECG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평균 0.35초 마다 획득되는 생체신호 데이터는 압축되어 

전송된 후 0.45초 이내에 수신단에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표 6.6. 차량 이동속도에 따른 총 지연 시간
단위 : sec

차량 이동속도

(km/h)
0 20 40 60 80 100 120

데이터 획득 

지연
0.35 0.35 0.35 0.35 0.35 0.35 0.35

전송 지연 0.052 0.053 0.055 0.058 0.062 0.067 0.074

프로세싱 지연 0.021 0.0213 0.0215 0.0218 0.0221 0.0224 0.0229

합계 0.4230 0.4243 0.4265 0.4298 0.4341 0.4394 0.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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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CDMA 1X EV-DO 원격진료 시스템 실험 결과

   그림 6.13과 6.14는 CDMA 1X EV-DO 기반으로 설계된 원격진료 시스

템의 송신단과 수신단 인터페이스를 나타난다. 

수신단 ADSL IP

송신단 화상회의

수신단 화상회의

송신단 동영상 전송 캡쳐 이미지

생체 신호

생체 신호 파라미터

수신단 ADSL IP

송신단 화상회의

수신단 화상회의

송신단 동영상 전송 캡쳐 이미지

생체 신호

생체 신호 파라미터

그림 6.13. CDMA 1X EV-DO 원격진료 시스템 송신단 

수신단 ADSL IP

수신단 화상회의

송신단 화상회의

전송된 캡쳐 이미지

생체 신호

생체 신호 파라미터

수신단 ADSL IP

수신단 화상회의

송신단 화상회의

전송된 캡쳐 이미지

생체 신호

생체 신호 파라미터

그림 6.14. CDMA 1X EV-DO 원격진료 시스템 수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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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DO 폰이 노트북에 연결된 송신단은 생체신호, 생체신호 파라미터, 

송수신단 화상 회의, 동 상을 캡쳐하는 이미지 전송부로 구성된다. 수신단

에서는 UD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된 송신단 데이터에 대해 ADSL

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 한다. CDMA 1X에서 수신단에

서의 데이터는 제어 신호만 전송되지만 CDMA 1X EV-DO에서는 제어 신

호 뿐만아니라 수신단의 화상회의의 비디오, 음성 데이터도 전송된다. 하지

만 EV-DO 환경에서 전방향 데이터 전송 속도는 2.4Mbps까지 지원되기 때

문에 송신단 화상회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표 6.7 전송 데이터의 평균 크기와 차량 이동속도에 따른 전송 지연 시간

구 분

평균 

데이터크기

(Byte)

차량 이동 속도에 따른 평균 전송 지연 시간(km/h, sec)

0 20 40 60 80 100 120

생체신호 108 0.008 0.011 0.015 0.017 0.014 0.019 0.021

화상회의

비디오
2688 0.312 0.315 0.318 0.338 0.352 0.366 0.397

화상회의

오디오
138 0.012 0.019 0.018 0.015 0.023 0.018 0.032

캡  쳐

이미지
7583 1.315 1.328 1.412 1.408 1.642 1.683 1.823

   표 6.7은 각 전송 데이터의 평균 크기와 차량 이동 속도에 따른 평균 지

연 시간을 보인다. 차량 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전송 지연 시간이 

조금씩 증가한다. 데이터 크기가 작은 생체신호와 화상회의 오디오 데이터

는 UDP 프로토콜에서 버퍼 지연이 없이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패킷에 대한 재전송 지연 시간도 작다. 그러므로 차량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의 변화가 크지 않다. 반면에 화상회의 비디오와 캡쳐 이미지는 

평균 데이터 크기가 EV-DO의 전송 최대 단위(MTU)보다 크기 때문에 분

할 전송되므로 전송 지연 시간의 변화량이 크다. 또한 생체신호에 대한 화

상회의 비디오, 캡쳐 이미지의 데이터 증가율보다 전송 지연시간 증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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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나타난다. 

(a)

(b)

(c)

(a)

(b)

(c)

그림 6.15. 100km/h에서 수신단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지연 시간

(a) 생체신호, (b) 화상회의 비디오, (c) 화상회의 오디오

   그림 6.15는 차량 이동 속도가 100km/h 일때 수신단에서 각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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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송신단 데이터 획득으로부터 디스플레이까지의 지연 시간을 나타낸다. 

생체신호의 경우 전송 지연 시간이 크게 발생할 때 화상회의 데이터의 전송

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최대 0.7초 이내에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100km/h에서 데이터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 0.35초와 전송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0.019초로써 평균 디스플레이 시간이 0.37초 이내가 되는 것은 0.8초

의 급격한 지연이 발생한 후 다음 패킷은 지연 없이 바로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상회의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는 1초 이내의 지연 시

간 변화를 보이다가 특정 상황에서 1∼2패킷의 급격한 지연이 발생한다. 이

러한 지연은 수신단에서 전체적인 화상회의 지연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CDMA 1X EV-DO 원격진료 시스템은 효과적인 생체 신호 

전송에 초점을 맞추어 에러에 대한 보상과 지연 시간에 대한 보상을 행한 

후 남아 있는 대역폭으로 환자의 이미지를 전송하고 송신단 사이의 화상회

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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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휴대용 원격진료 시스템 설계를 위해 단계별 3

가지 과정을 제안하 다. 먼저 이동중인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에 첨가되

는 동잡음은 신호를 크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정보 무결성을 위해 동잠음 제

거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심전도 신호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동

잡음 제거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산소포화도 신호는 주파수 역과 시간 

역에서 동잡음과 산소포화도 신호의 유사성으로 인해 동잡음 제거의 제한이 

있었다. 산소포화도 신호의 동잡음 제거는 기본적인 독립 요소 분석을 사용

하여 두개의 독립된 신호(심장박동에 기인한 산소포화도 신호, 근육의 움직

임과 외부 자극에 기인한 동잡음 신호)를 분리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보

다 효과적인 독립요소 분석을 위해 자기 상관 함수를 이용한 주기 측정, 측

정된 주기를 통한 인터리빙(주파수 재배열)과 시간축 저대역 필터링, 신호의 

독립성 증가를 위한 이노베이션 처리라는 3가지 전처리 과정을 추가하 다. 

정확한 주기 측정과 최적의 데이터 크기의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인터리빙 파형 개수를 10개로 결정하 고 제안된 

알고리즘이 실제 주기와 계산된 주기가 ±6 샘플까지 안정적임을 보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PPG 신호 측정기에 비해 motion artifact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보일 뿐 아니라 모션이 있을 경우는 산소포화도 값을 측정하

지 않았던 기존의 방법에 반하여 매우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선 통신망의 한정된 대역폭에서 효과적인 생체 신호의 압

축을 위해 가장 데이터 크기가 크고 중요한 정보인 심전도 신호에 대해 웨

이브릿 기반 압축 방법 WLDECG를 제안하 다. 기존의 웨이브릿 기반 심

전도 압축 알고리즘들은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은 데이터 크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에 대한 지연 시간 증가를 야기한다. 하지만 WLDECG

는 심전도 신호의 주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형을 에너지에 따라 두 

가지 블록으로 구분하여 압축률을 유기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낮은 지연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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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압축 성능을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향상시켰다. 이러한 낮은 지연과 

압축 성능 향상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파형 분할(waveform partitioning), 

프레임 크기의 조절(adaptive frame size adjustment), 웨이브릿 압축

(wavelet compression), 유기적인 비트 할당(flexible bit allocation)과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통합적으로 적용하 다. 기존의 압축 알고리즘

(RA, EZW, WHOSC)과 비교한 압축 성능은 여러 가지  심전도 데이터에 

대해서 낮은 PRD를 보인다. 그리고 에러 시뮬레이션과 지연 시간 측정을 

통해 BER이 10‐4이하의 에러 환경에서는 안정적이고 빠른 전송이 가능함

을 보 다. 기존의 알고리즘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주된 장점은 2가지

이다. 첫 번째는 원하는 압축률에 대해 블록의 특성 즉 블록에 포함된 에너

지 분포에 따라 압축률을 조절함으로써 모든 패턴의 심전도에 대해 비슷한 

압축 성능을 획득 할 수 있다. 이것은 tele-cardiology 시스템에서 입력된 심

전도의 형태에 대해 동일 방식을 적용하여 압축률이 변화되는 기존의 알고

리즘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블록 크기를 최소화함

으로써 수신단에 전송되기까지의 시간 효율과 에러에 대한 강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과 생체신호 압축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CDMA 1X와 CDMA 1X EV-DO 무선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계하 다. 무선 통신망의 낮은 대역폭으로 인

해 생체신호의 효과적인 전송을 우선시하여 동잡음이 제거되고 압축된 생체

신호 데이터 패킷에 대해 순열 번호와 CRC 코드를 추가하여 에러에 대한 

손실 및 손상에 대해 재전송하는 과정을 추가하 고 상황에 따라 전방향 오

류 정정 부호를 추가하여 전송하거나 중복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또

한 각 전송 데이터에 전송되는 타임을 입력하여 수신단에 도착하는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대역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대역폭의 변화에 따라 

생체신호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 전송의 크기를 제어하 다. 최대 14.4kbps를 

가지는 CDMA 1X 시스템에서는 생체신호 이외에 동 상에 대한 캡쳐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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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전송하 고 CDMA 1X EV-DO 시스템에서는 생체신호, 캡쳐된 동

상 이미지, 화상회의를 위한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 다. 설계

된 시스템은 변화하는 차량의 이동속도에 따라 실제적인 필드 테스트를 실

행하 다. 차량의 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과 전송 속도의 

감소에 따른 전송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송 지연이 발생

하 을 경우 생체신호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의 전송 간격을 넓히거나 전송 

데이터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동중인 차량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생체

신호 데이터는 효과적으로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제안된 3가지 방법(동잡음 제거, 생체신호 압축, 무선

망 전송)은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것은 앰뷸런스와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진료 시스템 뿐만 아니라 언제 어

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휴대용 원격진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GPS를 사용하여 기지국에 대한 핸드오프 

지역을 탐지하여 전파 세기가 적어지는 구간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전송 지

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예측(Prediction Comtrol)의 추가, 두 번째는 한 채널 

심전도의 압축이 아니라 멀티 채널로 입력되는 심전도의 자기 상관성을 이

용한 압축 및 전송 방법의 변화를 통한 멀티 채널 심전도 전송, 세 번째는 

에러 복원(error-resilient) 코딩을 가진 MPEG4를 사용한 동 상 압축을 통

해 무선 환경에서 생체신호와 동 상 정보, 화상회의 오디오 데이터가 포함

된 원격진료 시스템의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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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Evaluation of portable telemedicine 

system over wireless network

Kim, Byung Soo

Graduate program in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Yniversity

   The mobile tele-medicine system is the new research area that 

support an ubiquitous health care based on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s. The service process of the portable mobile tele-medicine 

system is consist of measuring many kinds of vital signal, analyzing and 

processing the acquired signal, considering the stable data transmission, 

and diagnosis of the received data. In this paper, the new algorithm of 

three considerable issues are proposed for effective mobile telemedicine 

system based on  CDMA 1X and 1X EV-DO mobile network, and the 

performance was analyzed on many-side. First, Removing the motion 

artifact from measured Photoplethysmography signals is one of important 

issues to be tackled for accurate measurement of arterial oxygen 

satur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motion artifact reduction method 

under the constraint of dual wavelengths measurement was proposed by 

newly adopting the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The pre-processing 

procedures, consisting of time low-pass filtering with periodicity 

detection and block interleaving, and innovation process, was suggested 

to enhance the input signal conditioning in combination with Fast 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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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Second, efficient compression of vital signal specially 

ECG(Electro Cardio Gram) is required in order to maximize the available 

bandwidth of the installed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 A wavelet 

based ECG data compression has become an attractive and efficient 

method in many mobile tele-cardiology applications. But large data size 

required for high compression performance leads a serious delay, so that 

we propose a wavelet-based ECG compression algorithm with a low 

delay property for instantaneous, continuous ECG transmission suitable 

for telecardiology applications over a wireless network. The proposed 

algorithm reduces the frame size as much as possible to achieve a low 

delay, while maintaining reconstructed signal quality. In order to attain 

both low delay and high quality, it employs waveform partitioning, 

adaptive frame size adjustment, wavelet compression, flexible bit 

allocation, and header compression.. Third, overall integrated 

tele-medicine system is designed over the CDMA 1X and EV-DO mobile 

network. Transmitting data packet, which removed the motion artifact 

and compressed using WLDECG(Wavelet-based Low Delay ECG 

Compression Algorithm for Continuous ECG Transmission) method, 

consist of sequence number and CRC check code for the re-transmission 

about error loss and corruption. According to circumstances of the mobile 

network, error correction or duplicated packets are generated.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algorithm and system in terms of 

reconstructed signal quality, overall delay, and error resilience were 

evaluated using the MIT-BIH and CU databases and a field test over 

CDMA networks.

Key words : portable tele-medicine system, motion artifact reducti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wavelet transform, ECG compression, 

low delay, CDMA 1X, CDMA 1X EV-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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