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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규모가 작은 이름바 ‘동네 병원’에서는 환자 리의 어려움과 동네 병원의 특성상 병원 자체 인 

약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많다. 한 환자는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은 시간에 방문하는 경

우, 병원 안에서 자신의 순번을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불편들 때문에 

간호사는 고객에게 간호업무 이외에도 정신 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들은 자신의 순번이 오

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크고 자신의 앞에 기하고있는 환자가 많으면 

병원이 어수선하고 앉을 자리조차 없이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불편함들을 조 이나마 

해결해주고자 본 논문에서는 력 블루투스 (BLE) 기술 기반의 비콘(Beacon)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병원 내부 인 약 서비스가 없어도 자체 인 약 서비스와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병

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병원 진료 수를 진행하고 이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

넷 기반 병원 기시간 최 화 서비스와 그 핵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이용하면 간호사는 이

보다 간호업무에 더 집 할 수 있게 되고, 환자는 북 거리는 병원 기실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실

외로 나가 자신의 업무를 보고 진료시간에 맞춰서 돌아와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아도 한 해 보이는 

스마트 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 서론

   오늘날 많은 병원들이 약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규모

가 작은 동네 병원에서는 약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동네 병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병원에 직  방문해서 진료

카드를 작성 한 후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간을 병원

에서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진료순서 목록에 

환자가 새로 올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환자는 진료 

수 후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진료 시

간이 남았는지에 한 질문을 하며, 이에 간호사는 본업 

이외의 정신 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기존 병원의 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진

료 수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기시간  진료정보를 알

려주는 비콘 기반의 사물인터넷 병원 기 시간 최 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배경

 재 세계 으로 비콘은 4,500.000 가 설치될 것으로 

상된다. 이미 다양한 역에서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

공 이다.[1] 하지만 비콘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발이 미

비한 편이다. 한 간호사들의 직무스트 스가 심각하여

[2] 많은 간호사들이 스트 스조 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다. 이런 어려움을 소진경험[3]이라 하는데 소진경험을 겪

는 이유  불필요한 업무도 포함되고 있다. 때문에 간호

사의 이직과 사직이 불필요한 업무와 연 이 있다는 걸 

나타낸다.

  

3.서비스 구  방법

3.1 서비스 구축 병원 모델링

              그림 1. 서비스 구축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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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환경

BEACON NTB_200

smartphone galaxy note 5

server OS Linux raspberrypi 4.9

FrameWork Node.js v8.0.0

DBMS Mysql v14.14

그림 1.을 보면 출입구에 비콘을 치시킨다. 사용자 측

에서 병원에 들어올 때 출입 단과 동시에 진료 수를 시

작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본 서비스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자동 진료 수를 완료한다. 그리고 기실에서 

모니터를 확인하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 모니터에선 

본 서비스의 웹서버를 볼 수 있다. 웹서버에선 기시간 

최 화가 용된 기시간과 기인원이 볼 수 있다. 간호

사는 본 서비스의 웹서버를 통해 기인원을 리한다.

3.2 진료 수 알고리즘

  그림 2. 자동 진료 수 알고리즘 흐름도

다음 그림은 진료 수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자동진

료 수 알고리즘은 앱을 통해 약을 한 후에, 비콘을 검

색한다. 그리고 약 한 이후 비콘을 검색하게 되면 

BeaconConnect함수를 실행 한다. 그리고 Beaconnect함수

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에 있는 약환자DB에 

있는 데이터를 기환자DB로 옮긴다. 그리고 진료 수가 

완료된다.

3.3 기시간 최 화 알고리즘

진료 시작, 종료 시, 서버에 시간 정보를 송하고, 서

버 단에서 그 값을 해당 환자의 진료 기 테이블 안에 

장한다. App/Web에서 상 기시간을 서버로 요청하

면 본 알고리즘이 서버 내부에서 실행된다. 서버는 DB에 

장했던 값들을 이용, 진료종료시간과 진료시작시간의 차

를 이용해 진료시간을 계산하고 미리 설정해둔 진료 시간

의 최댓값과 최솟값 사이의 시간을 필터링한다. 필터링 된 

   그림3. 기시간 최 화 알고리즘 흐름도

값으로 요일 별 진료시간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클라

이언트로 송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부터 송 받은 

값으로 기 환자에게 상되는 기시간을 계산하여 보

여 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실험환경  결과

               표 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할 병원 기시간 최 화 서비스는 앞

서 설명한 진료 수 알고리즘  기시간 최 화 알고리

즘을 심으로 동작한다. 그러므로 진료 수 알고리즘과 

기시간 최 화 알고리즘의 신뢰성 단을 해 실험 환

경을 구축하고 실험하 다. 다음 표는 실험 환경을 나타낸

다.Linux Raspberrypu에 Node.js Framework와 mysql을 

설치하여 서버로 사용했다. 데이터 송수신 부분은 HTTP

통신을 사용한다. 그리고 비콘은 NTB_200이라는 제품을 

사용했다. 비콘의 방송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성

공하면 비콘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서버 컴퓨터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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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버 컴퓨터는 데이터를 받으면 설치된 Mysql 내 데

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실험은 실험용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그림1의 

출입지 에 10회 출입하는 것으로 진행했고,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4. 자동진료 수 실험결과

10회 모두 이상 없이 자동진료 수가 완료되었으며 맨 

에 표시된 환자가 지  진료 받는 환자이며 이 환자가 진

료가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환자의 진료가 시작된다. 이

게 쌓인 데이터는 3.3의 기시간 최 화 알고리즘에 사용

된다.

4.2 기존 서비스와 비교분석

  같은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굿닥이라는 서비스와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굿닥은 해당 업종에서 많은 시장 유율

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이다.[4]

             표 2. 기존 서비스와 비교분석

기존서비스와 비교사항을 살펴보면, 굿 닥은 약기능이 

있지만 병원에서 약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에 한해서 

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는 병원의 체제변경이 이

루어 져야 하지만, 비콘을 사용한 동네병원의 경우, 기존 

운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체계만 바꿀 수 있다. 비

콘을 활용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분석하여 기시간

을 알려 으로 인해, 환자들이 병원 내 기시간이 게 

되며, 시간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 자동 진료 

수를 통해 수 리를 일일이 하던 간호사의 업무량 역

시 감소한다.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로 인해 해당 병원의 

방문 기록을 열람, 분석 가능함으로 인해 좀 더 리에 충

실해진다.

5.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콘 기반의 병원 기시간 최 화 서비

스를 제안하 고, 병원 기시간 최 화 서비스 구 을 

한 핵심 알고리즘인 비콘에 한 자동 진료 수 알고리즘

을 설명하 다. 해당 자동 진료 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면 병원에서 재 사용 인 약서비스를 그 로 유지하

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병원까지도 활용 가능하다.  한 병원 기시간 최

화 알고리즘을 통해 최 화 된 기시간은 고객이 병원

을 방문하는데 부담을 여  수 있으며 자동 진료 수로 

인하여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고객과 간호사의 불편도 해

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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