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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비데와 인체 정보 수집 센서류를 결합한 IoT기반의 스마트 비데를 위해 생체 측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모바일 기반 어플을 설계한다. 제시하는 모바일 어플은 스마트 비데의 체온센서, 

산소포화도센서, 압력센서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블루투스 기반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체신호를 수집 및 디스

플레이 하며, 특정 기간의 데이터 통계를 통해 생체 정보의 이력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종 질병 예방에 기여

할 수 있다.

키워드: 모바일 앱(Mobile App.),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생체정보(Biometrics), 스마트 비데(Smart Bidet)

I. Introduction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건강관리 형태의 다양한 

변화에 복지향상이 맞물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보건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최근 국내 비데 보급률은 60% 이상으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만큼 저변이 넓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비데시장

에서 접촉식 센서와 비접촉식 센서를 통한 IoT 센싱기술과 AI (인공지

능) 기술을 융합하여 일상적 사용 공간인 욕실 내에서 무인지 

(non-recognition), 무구속(non-restraint) 상태에서 개인의 생체 정보

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용 비데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2, 3].

이러한 스마트 비데 시스템은 1인 가구 및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헬스케어 

및 안전관리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용 비데를 위해 생체 

측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증가시

키는 모바일 기반 어플을 설계하고 제시한다.

II. Design

1. Overview

제시하는 모바일 기반 어플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Bio-Signal 

Collection Module, IoT 센서들과 통신을 위한 Bluetooth Module, 

수집된 생체신호의 가공과 저장을 위한 Data Processing Module, 

그리고 앱에서의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Display Module로 구성된

다. Fig. 1은 개발하는 시스템의 모듈별 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1. The Flow Diagram of Mobile App. for IoT Bidet

2. Bio-Signal Collection Module

Bio-Signal Collection Module은 IoT기반의 스마트 비데에 설치

된 압력 센서와 체온 센서를 통해 측정된 생체정보와 산소포화도센서

를 통해 수집된 생체정보를 대상으로 수집하며, 압력과 온도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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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간격으로 수집하고, 산소포화도는 10초 간격으로 수집한다.

3. Bluetooth Module

생체수집모듈에서 수집된 정보를 모바일 어플로 전송하기 위해 

블루투스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전송된 데이터의 구분을 위해 

선서의 이름, 측정된 값, 측정 시간 등으로 객체화하여 전송 및 처리가 

이루어진다.

4. Data Processing  Module

Bluetooth Module에서 받아온 데이터 패킷을 실시간 또는 통계 

데이터로 분류한다. 실시간 데이터는 센서 이름과 측정된 값을 가공해 

Display Module로 전송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통계 데이터는 사용자ID와 센서 이름, 측정된 값, 측정 

시간을 가공해 Database에 저장한다. 측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계 

및 분석한 데이터를 다시 Display Module로 전송해 통계용 데이터로 

활용가능하게 한다.

5. Display Module

Display Module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RT(Real 

Time) 모드와 사용한 기간 사이의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는  HT(HisTory) 모드로 구분하여 모바일기반 어플로 

제공한다.

III. Implementation

설계된 앱은 Android Studio 2.3.1을 이용하였으며, Android 

Lollipop(5.0)버전을 기반으로 Bluetooth Module 및 Display 

Module을 구현하였다.

Bluetooth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Head(2), Device 

ID(0,1,2), Length, Data, Error Check(2’s complement CRC-8), 

Tail(3)로 정의 하였고, Device ID의 0은 압력센서, 1은 체온센서, 

2는 산소포화도센서로 구분하여 처리 한다.

Display Module은 실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RT모드 화면과 통계 

정보를 나타내는 HT모드 화면으로 구분하여 구현하였다. 체온은 

℃, 산소포화도는 SpO2 단위로 표시하고, 통계는 사용자의 설정 

기간에 따라 그래프로 표현 하며, 자세측정은 4사분면 그래프를 활용해 

위치 값을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비데 이용 자세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 2. The Implementation of Mobile App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DB를 위한 시스템은 리눅스 OS기반에 

MySql 5.7을 사용하였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위해 Apache 웹서버 

기반의 PHP언어를 이용해 통신 모듈을 구현하였다.

IV. Conclusion

IoT 기반 스마트 비데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앱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제시된 모바일 어플은 스마트 비데로부터 사용자의 체온, 

자세, 산소포화도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의 통계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REFERENCES

[1] Seok-Hee Lee and Geun-Taek Ryu, "The Implementation 

of Wireless Bio-signal Monitoring System for 

U-healthcare",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9, No. 2,  pp. 82-88, June. 2012.

[2] Sung-Phil Heo, Ok-Kyoon Ha, Heonyoung Lim and Cheol 

Su Lee,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 (IoT) based 

Healthcare Bidet", PROCEEDINGS OF HCI KOREA 

2017, pp. 873-875, February. 2017.

[3] IoT Smart Bidet, 

http://www.sedaily.com/NewsView/1L1I70X5K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