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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유-헬스 서비스에서 유-헬스 기기간 상호운영성을 위해 서비스에 활용되는 심전도 신호

의 전송 규약에 관한 내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표준에서는 유-헬스 기기에 사용되

는 1-채널 심전도 신호의 전송 규약을 정의하여 1-채널 심전도를 이용하는 유-헬스 기

기간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여 유-헬스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유-헬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헬스 기기에 사용되는 1 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 규약을 

기술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유-헬스 산업, 특히, 개인 건강 모니터링 산업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

준이 없는 상태이다. 본 표준은 장치 제작 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관련 응용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참조 표준  

 

4.1 국외표준  

- 해당사항 없음 

 

4.2 국내표준  

      - TTA, TTAS.KO-10.0275, “u-건강관리 심전도 신호 통신 프로토콜”, 2007.12.26.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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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12 월에 재정된 ‘u-건강관리 신전도 신호 통신 프로토콜’ 표준은 일반적인 

다채널 심전도 신호의 표준 요소를 정의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전도 

신호의 기록을 위한 표준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본 표준에서는 u-헬스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록이 필요 없는 실시간 1 채널 심전도 

신호에 특화된 전송 규약을 규정하고 있다. 

 

5.2 참조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항목 
1 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 규약 
TTAS.KO-10.0275 

표준의 

적용 범위 

1. u-헬스 서비스를 위한 1 채널 
심전도 신호의 전송 규약 

2. 실시간 1 채널 심전도 신호 
프로토콜 정의 

1. 의료용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다채널 심전도 신호의 

통신 규약 

2. 심전도 신호 기록을 위한 표준 
요소 정의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8.1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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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s for ECG signal interface protocols in order to 

get inter-operability between u-health devices in the services. In this standard, the 

interface protocol for 1-lead ECG signal will be introduced to ensur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devices and to contribute wide spread of the u-health services. 

 

 

2.  The Summary of Contents  

 

In this standard, the interface protocol for 1-lead ECG signal will be introduced to 

ensur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devices and to contribute wide spread of the u-

health services.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Although the applicable field of industries would be u-health industries, in particular 

personal health monitoring industries, there is no standard in the fields of the u-health 

industries. This standard can help to reduce possible confusion in the u-health 

industries. It also can help to encourage the advance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nd 

to contribute wide spread of the u-health application services. 

 

 

4. The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TTA, TTAS.KO-10.0275, “ECG Signal Communication Protocol for u-Health 

System”, 2007.12.26.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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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ECG Signal Communication Protocol for u-Health System’ standard describes 

standard elements of general multi-lead ECG signals and defines communication 

protocols. Standard elements for recording ECG signals are defined in the standard. 

This document describes the interface protocol specifically for real time 1-lead 

ECG signal without recording purpose for u-health services.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and This Standard 

 

Item This Standard TTAS.KO-10.0275 

Applications 

of the 

Standard 

1. Interface protocols of 1-lead 
electrocardiogram (ECG) signal 

for u-health services 

2. Defining interface protocols of 
the real-time 1-lead ECG 

1. Communication protocols of 
general multi-lead ECG even 

applicable for medical purposes 

2. Defining standard elements for 
recording ECG signals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12.19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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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 규약 

Interface Protocol for 1-lead Electrocardiogram Signal 

 

 

1. 개요  
 

본 표준에서는 유-헬스 기기에 사용되는 1-채널 심전도 신호의 전송 규약을 정의하여 

1-채널 심전도를 이용하는 유-헬스 기기간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여 유-헬스 서비스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유-헬스 기기에 사용되는 1 채널 심전도 신호의 전송 규약에 대한 가정 기본

적이고 필수적인 규격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3. 용어 정의 
 

- 유-헬스 (u-Health, Ubiquitous Health)  
: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또는 건강관리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보건의료 또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신호로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한다. 

- 에이전트 (Agent) 
: u-헬스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용 건강 기기를 말한다. 

- 매니저 (Manager) 
: 개인용 의료기기와 응용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연결을 담당하는 객체로써 게이트웨이, 셋톱박스, 휴대전화, PC 등이 해당된다. 

- 샘플링 (Sampling) 
: 일정 시간 안에 검출되는 심전도 데이터의 수를 의미한다. 

- 채널 (Channel, Lead) 
: 하나의 심전도 파형을 구성하는 데이터 그룹을 의미한다. 

- 바이트 (Byte) 
: 1 바이트는 8 비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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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어 정의 
 

- ECG: Electrocardiogram 

-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5.  1-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 규약 
 

5.1  1-채널 심전도와 네트워킹 기술 
1-채널 심전도 신호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네트워킹 기술 분야로는 WPAN 

계열의 기술이다. WPAN은 10m이하의 좁은 영역 대상의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의미하며, 

이동성, 저전력 소비 및 기기들간의 Ad-hoc 네트워킹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WPAN 부류에 속하는 네트워킹 기술로는 Bluetooth, IEEE802.15.4(일명 Zigbee), 

UWB 등이 있다. 

 

5.2  1-채널 심전도 기기와 응용 서비스 
1-채널 심전도 신호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표준화 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1채널 심전도 기기의 제한된 시스템과 소비전력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1-채널 심전도 신호의 길이를 최소화 하고, 이를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1-채널 심전도 기기 내에 부착된 임의의 통신칩에서 수행하게 되는 정보처리 횟수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림 1에 1-채널 심전도 기기와 응용 서버 사이의 통신 모델 개념도

를 나타내었다. 

 

A. 1-lead ECG Agent 

ECG 센서

신호처리
모듈

WPAN 모듈 WPAN 모듈

Personal 
Health 
Manager

Application 
Server

B. Personal Health Manager
 

 

[그림 1] 1-채널 심전도 기기와 응용 서버 사이의 통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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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채널 심전도 신호 구성 
1-채널 심전도 신호는 헤더(Header, H), 신호 길이(Length, L), 신호 값(Value, V)으로 

구성되며 부호화 원칙에 따라 부호화 되어야 한다. 그림 2에 1-채널 심전도 신호 구성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헤더 (H) 신호 길이 (L) 값 (V) 

[그림 2] 1-채널 심전도 신호 구성도 

 

헤더는 1 바이트 이상으로 구성되고, 데이터 값의 속성을 나타낸다. 데이터 길이는(L)

은 1 바이트 이상으로 나타내는 자료 값의 길이이다. 값(V)은 태그(T)에 의해 표시되는 

내용으로 1-채널 심전도 파형 값이다. 

 

5.4  1-채널 심전도 신호 해석 정보 
1-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다발(Packet)은 심전도 측정 시, 심전도 센서가 심전도 측정 

결과로 제공해주는 일련의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 전송다발은 필수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성된다. 선택항목은 심전도 값 분석 혹은 연동되는 응용 서비스의 성격에 따

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항목들로 구성된다. 1-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 규약에 사용되는 전

송다발 항목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1-채널 심전도 전송다발 항목 

구 분 항 목 설 명 

연결 확인 심전도 에이전트의 매니저로의 전송연결 여부 확인

심전도 해상도 기록된 실제 신호 범위를 mV로 표시 

샘플링 간격 심전도 신호 샘플링 간격 (Hz) 

샘플 크기 심전도 신호 샘플 크기 (바이트) 

AD 해상도 
측정한 심전도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범위

로 샘플 크기와 같거나 작은 값으로 정의 

기준선 
기준값(0)에 해당하는 기준 표시로 심전도 파형을

그리는 기준선 

시간 측정 시작 시간 

신호길이 심전도 신호 측정 간격 또는 길이 

필수항목 

심전도 신호 심전도 신호 값 

이름 사용자 이름 

신호 저장 신호 저장 유무 

심박동 심장 박동 수 

End of Code 심전도 신호의 끝을 표시 

선택항목 

오류코드 오류 발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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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다발 구조 
1-채널 심전도 신호의 전송은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연결 다발과 신호 다발로 

이루어진다. 연결 다발은 1-채널 심전도 에이전트와 매니저 간의 통신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한 번 전송되고 그 이후에는 신호 다발의 전송만 이루어진다.  

 

연결 다발 신호 다발 

기본정보 헤더 신호 헤더 신호길이 신호값 

[그림 3] 1-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다발 구성도 

 

연결 다발은 심전도 기기 사양과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고 신호 다발은 심전도 신호 

정보가 담겨 있다. 1-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다발의 형식를 정의한 구성 항목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전송다발 항목 

구성 정의 자료 형식 값 구분 

연결 확인 0001 
0: 연결 

1: 비연결 
필수 

사용자 이름 0001 ASCII 선택 

심전도 최소 해상도 0011 - mV 필수 

심전도 최대 해상도 0011 + mV 필수 

샘플링 간격 0011 Hz 필수 

샘플 크기 0011 바이트 필수 

AD 해상도 0011 비트 필수 

기본

정보

헤더 

기준선 0011 정수 필수 

측정 년도 0011 년도 필수 

측정 월 0001 1~12 필수 

측정 일 0001 1~31 필수 

측정 시 0001 0~23 필수 

측정 분 0001 0~59 필수 

측정 초 0001 0~59 필수 

신호 저장 0001 
0: 저장 안 함 

1: 저장 함 
선택 

신호

헤더 

심박동 0011 BPM 선택 

신호 

길이 
신호 길이 0001 초 필수 

심전도 신호 사용자 정의 - 필수 

End of Code 0001 0xFF 선택 
신호

값 
오류코드 0011 오류코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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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는 표 2 에 사용된 자료 형식의 상수 값을 나타내었다. 

 

[표 3] 자료 형식 상수 값 

값 정 의 

0000 Signed 1 Byte 

0001 Unsigned 1 Byte 

0010 Signed 2 Byte 

0011 Unsigned 2 Byte 

0100 Signed 4 Byte 

0101 Unsigned 4 Byte 

 
예약 공간으로 아직 할당된 정의가 없음. 

사용자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나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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