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 2008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블루투스를 이용한 혈압, 혈당 측정 단말기 제작 및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개발

A Development of Blood Pressure and Blood Sugar Monitor Using the Bluetooth 
and Tele-monitoring System 

홍승범, 김성진, 이원근, 이무호*

한서대학교, 유에이치에스아이*
Hong Seung-Beom, Kim Sung-Jin, Lee Won-Keun, 

Lee Moo-Ho*

Hanseo Univ. UHS-i* 
  

 요약  Abstract

본 논문은 압, 당 측정 단말기에 블루투스를 부착하

여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건강 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환자의 압과 당 데이터를 담당의사에게 

실시간 송되고 담당의사는 진료 결과를 환자에게 송

하게 된다. 압, 당 측정 단말기는 이동성을 확보하도

록 제작하 다.

We propose the tele-monitoring system to real-time 

medical signal system and implemented the blood- 

pressure and blood-sugar monitoring system with 

bluetooth communication system. And, it transmits 

patient's data blood pressure, blood sugar to doctor and 

doctor sends the result of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phone, hand-phone or PDA. We developed the measurer 

as portable type in order to non-restrained monitor.

I. 서 론
유비쿼터스의 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에 한 사회  인

식 변화로 U-Health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

한 패러다임은 진료 심의 의료에서 방 심의 의료로 바

어 가고 있다. 그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한 헬스 어 혹은 

원격 진료와 같이 환자가 직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무선통

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긴 한 상

황이 발생하 을 때 좀 더 짧은 시간내에 처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원격건강 리시스템 

기술 개발로 압측정 장비와 당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유무

선 통신  인터넷망을 이용한 압  당 측정 데이터를 

리하고 의료정보 제공  의료기 을 연결하는 체계 인 

건강 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긴 한 환자보다 지속 인 환자의 상태를 

악하기 한 압과 당 측정기를 선택하 다. 최근 핸드폰에 

블루투스가 장착되어 있어 압․ 당 측정기에 블루투스 단

말기를 부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압과 당 측정 결

과를 건강 리시스템의 서버에 하도록 하 다. 한 이 결

과를 분석/ 리하는 주치의에게 달된다. 주치의의 소견은 

통신망을 통해 화, 핸드폰, 핸드폰 문자, 그리고 인터넷을 통

하여 측정자에게 달되도록 하 다.

Ⅱ.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구조
1.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
시스템의 체 구조는 측정자에게 RS232C 포트가 제공되

는 압․ 당 측정기에 ATmega128 로세서를 이용한 

압․ 당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을 제작하여 

환자의 기본진료를 진찰하 고, 이 검진 결과를 ATmega128

에 연결된 블루투스망으로 연결하 다. 

▶▶ 그림 1.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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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건강검진시스템은 환자의 상태를 리하는 데이터베이

스(환자의 의료진료 데이터), 이 결과를 분석  리하는 

로그램, 그리고 의사 진단 로그램등으로 구축하 다. 그림 

1은 원격건강 리시스템의 체 구성도이다. 

그림 2는 원격건강 리시스템의 서비스 흐름도를 나타낸 것

이다.

▶▶ 그림 2.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의 서비스 흐름도

2. 혈압․혈당 측정 시스템
압 측정(그림 3)은 디지털 압계로 디바이스내에 RS 

232C를 통하여 외부로 데이터가 달이 되며, 건 지를 통하

여 이동성이 확보되는 장비이다.

▶▶ 그림 3. 혈압측정기

당 측정(그림 4)은 당 측정 결과를 디지털로 RS-232C

로 얻을 수 있는 장비이다. 그림 4는 기존의 PDA 장비에 당 

측정 장비를 부착한 것이다.

▶▶ 그림 4. 혈당 측정기

그림 5는 ATmega128 마이크로 로세서를 이용하여 

압․ 당 측정기로부터 얻은 신호를 RS-232C를 통하여 데이

터를 습득하고, 이 결과를 블루투스 단말기를 통하여 인 한 

블루투스 서버에 연결하여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그림

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5. ATmega128를 통한 장비수집

ATmega128은 고성능의 력 RISC 구조로 16MHz의 처

리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시리얼 통신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로세서이다. 본 논문에서 ATmega128의 주변 장치인 UART

를 이용하여 9600bps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하

다. 장비수집 장치의 회로도는 그림 6과 같다[3][4].

▶▶ 그림 6. 의료 장비 수집 장치

Ⅲ. 블루투스 통신
블루투스는 가장 표 인 개인망으로 2.4GHz를 사용한다. 

블루투스 HCI(Host Controller Interface) 송 계층 의 하

나인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방식을 사용하여 장비수집 장치와 연결하고 있다[5].

▶▶ 그림 7.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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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당 신호는 비교  낮은 송 속도로도 송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고속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본 논문에

서 블루투스의 시리얼 통신 설정시 안 성을 유지하기 한 

낮은 송속도를 선택하 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서버쪽에 이

더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인터넷망의 속이 가능하다.

[표 1] 블루투스 스텍 
항 목 송신부 수신부

입력 원 3V - 3.3V 5V - 12V

무선인터페이스 BT spec. V1.1 BT spec. V1.1

송신 출력 16dBm(class1) 16dBm(class1)

통신 거리 최  100m 1km이내

Baud rate 1200 - 230kbps 1200 - 230kbps

주 수 역 2.4 - 2.483Ghz 2.4GHz

사용 채  수 79ch

발진 방식 FHSS FHSS

변조방식 GFSK GFSK

Ⅳ. 실험 및 결과
1. 실험 환경
실험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테스트베드를 구성하 다. 

체 시스템은 건강 리시스템 서버, 압․ 당 측정 단말기 컴

퓨터, 압․ 당 데이터 수집 장치, 블루투스 장비와 인터넷 

연결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건강 리시스템 구축서버는 

211.53.209.223에 웹으로 구축하 다. 압․ 당 측정 단말기 

쪽은 데이터 수집 장치는 ATmega128 로세서로 구 하

으며, 통신 속도 9600bps, 패리티비트 없음, 데이터 비트 8비

트, 정지 비트 1비트로 하여 RS 232C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

다. 한 블루투스 장비는 Promi-ESD01(송신부)과 Promi 

-SD202(수신부, 서버)로 선정하 다. 

▶▶ 그림 8. 테스트 베드 구성도

2. 혈압, 혈당 시뮬레이터
압․ 당 측정 단말기를 신하여 시뮬 이터로 제작하

다. 각 장비별 차이 이 있지만, 처리속도를 확인하기 해 그

림 9와 같이 LabVIEW를 이용하여 작성하 으며, 송 속도

는 1 에 압, 당 데이터가 송하도록 하 다. 

▶▶ 그림 9. 혈압․혈당 시뮬레이터

3. 블루투스 수신부 
블루투스 수신부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해 무선 LAN 시

설이 탑재된 PDA를 이용하여 측정 결과를 확인하 다. 그림 

10은 PDA 수신부의 그림이다. 구 은 LabVIEW 8.5 PDA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 하 다.

▶▶ 그림 10. 블루투스 수신부

4. 원격관리시스템
원격 리시스템(그림 11)은 충청과학 학 u_Health care 

특성화교육사업단의 데모서버로 UHS-i(주)에서 제작한 것이

다. 환자와 의사는 고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

인 한 후에 원격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림 11. 건강관리서버의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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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계와 당계의 측정 결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하므

로 그림 12는 당계와 압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12. 혈압 및 혈당 검사 결과

Ⅴ. 결 론
본 논문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구 할 수 있었

다. 기존에 개발된 외국의 블루투스 장착된 압․ 당 측정기

를 체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추후 상용화될 계획에 있으

며, 여러 측정기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 인증에서 다양한 부분

에서 개발이 미진한 사항이 있다. 

압․ 당 단말기는 어떤 사용의 제약이 있지않아 사용자

의 투명성 보장이 힘든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건 지를 사

용하고 있어 이동성에 한계가 있다. 추후 이러한 문제를 보안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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