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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development of a management system for the health and diseases of the elderly. This study 

aimed to the promotion of the u-healthcare industry and to the increase in its competitive power by developing and 

expanding a system for managing the health and diseases of the elderly, in cooperation with u-healthcare companies. 

The study is underway through the following four substudies. In the first substudy titled development of the bio-signal 

collection and analysis technology using smart media, a technology that supports the collection of bio-signals in the 

elderly using portable terminals. In the second substudy titled development of the patient-specific healthcare platform 

expansion and enhancement technology, a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for making medical decisions and taking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ocessing of the collected bio-signals. In the third substudy titled development 

of the N-screen based healthcare contents open service technology, a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to provide 

information on health, diseases, and medicine to platforms. In the fourth substudy titled development of the oriental 

medicine diagnosis and analysis technology for senile diseases.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nsure an excellent 

workforce and new technologies in the healthcare sector using smart phones, and to help reduce medical expenses 

by improving the health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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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

에 따라 노인복지에 한 심이 증 하고 있고, 

IT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u-헬

스 어 서비스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비하기 

해서 u-헬스 어 기술을 활용하기 한 다양한 

정책과 로젝트를 추진 에 있으며, 정부는 u-헬

스 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고 시범사업을 통

해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략

과 인 라 미비  기술 , 법․제도  제한, 기타 

사회․문화  요인 등으로 u-헬스 어 연구는 단

발성 시범사업의 수 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부분의 국내 u-헬스 어기기 제조업

체들은 생체신호 측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측정 데

이타의 수집, 처리, 분석은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

으로 이러한 기술을 실용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강 인 IT기술에 기

반을 둔 서비스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요소 기술들

을 연계, 통합함으로써 서비스에 맞는 역할과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u-헬스 어 표  기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야

에 IT기술을 활용한 IT융합의 성공 인 사례로써 

‘가천 학교 IT융합 헬스 어기기 연구단’에서 진

행 인 ‘고령자 건강  질환 리 시스템 확장 

 고도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연구 배경을 설명

하고, 제 3장은 연구 내용에 하여 설명하며, 제 

4장에서는 지 까지 개발된 주요 연구 성과에 

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기 효과  

결론을 도출한다.

2. 연구 배경

2.1 u-헬스 어 시장 활성화 망

인구고령화는  세계 인 추세이나 특히 우리

나라는 세계 으로 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00년에 이미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으며, 향후 2026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

입할 것이 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 리 

등 실버 련 산업에 한 커더란 수요가 측되고 

있다. 한, 질병구조 변화, 인구고령화, 건강증진 

욕구 증 와 같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치

료나 리에 국한되었던 의료 서비스가 가정, 실버

타운, 실생활 등 공간의 확 와 언제나 의료 서비스 

근이 가능한 시간의 확 로 변화를 유도하 으

며,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요구되는 건강 리 서비스 

 u-헬스 어 시장 규모는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건강 리 서비스 이용자(약 790만 명)

는 체인구(2015년, 약 4,900만 명)의 15.9%, 20  

이상 인구(약 3,900만 명)의 19.9% 수 이 될 것으

로 상되고 있다. 한, 2015년 건강 리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건강 리 서비스 이용률이  국민

의 20% 이상(약 1,000만 명)일 경우 최소 3.5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고용창출효과도 최소 45,000명 정

도 상되고 있다. 따라서 질병에 조기에 측하

고 건강을 리하여 국민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일 수 있도록 IT와 의료 서비스 기술이 융합된 

형태인 u-헬스 어 기술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u-헬스 어 시장의 황과 문제 을 몇 가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의 의료기

들이 ‘의료인 심과 치료 주’에서 ‘수요자 

심과 방 진단 주’로의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

임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다. u-

헬스 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반드시 필

요한 선결조건이다. 둘째, 2002년에 개정된 의료법

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한 제도 인 근거는 마련

된 상황이나 아직 u-헬스 어의 도입을 해서 원

격진료의 허용범 , 의사의 자격  책임소재에 

한 제도 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의 의

료법에서는 원격진료를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는 기술지원’을 한 원격진료로만 국한하고 있어 

원천 으로 치료행 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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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내환자, 는 의료인이 없는 의료기 간의 

화상을 통한 직 인 의료행 를 불허하고 있다. 

한 통신상의 두   장비오류로 인한 의료사고

에 한 책임 소재 등 에 한 명확한 기 이 없

고 원격진료 의사  건강 리사에 한 자격요건

등도 불분명한 상태로 u-헬스 어 산업의 확산을 

방해하는 주요한 제도 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측정값 신뢰성 확보 뿐 아니라, 측정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안 하게 서비스 제공자 시

스템으로 송되고, 온라인과 오 라인 의료 서비

스가 연결되기 해서는 상호간 연동을 원활하게 

하는 표 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u-헬

스 어의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계층인 노년

층의 경우 u-헬스 어에 필요한 장비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는 건강정보를 제공받는 

방식 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정보를 송하는 방

식에 있어서 친숙한 u-헬스 어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2.2 국외 u-헬스 어에 한 연구동향

MobiHealth 로젝트[13]는 유럽집행 원회(Eu-

ropean Commission)에 의하여 지원되는 IST(In-

formation Society Technology) 로그램의 하나로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의 4개국과, 기술  

지원을 하여 필립스, 휴렛팩커드 회사에서 참여

한 범국가 인 원격 건강 모니터링 로젝트이다. 

개인의 건강 리를 해 소형의 센서들을 몸에 부

착하고 센서로부터 측정된 생체신호를 휴 폰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 기 으로 송함으로써 건강

리에 있어서 완 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

요 목표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고 험 임산부와 외

상환자 리, 독일은 심부정맥 환자 리, 스웨덴

에서는 호흡질환  일상생활동작(ADL, Activity 

of Daily Living),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홈 헬스

어와 아웃도어(Outdoor) 재활에 한 일롯 임상

실험을 수행하 다. 한, 미국 조지아공  섬유공

학과 교수인 Sundaresan Jayaraman 교수에 의하

여 개발된 스마트 셔츠(Smart shirt)는 의류 형태의 

센서 시스템을 최 로 구 한 사례이다[17]. 의류라

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에 센서기술을 목시킴으로

써,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생체신호를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미

국 애 은 아이팟과 방송이 결합된 개인미디어 ‘팟

캐스 ’과 같은 맞춤형 개인 e러닝 서비스 기술을 

다양한 개발사와 업해 제공하고 있으며, 나이키

와 스포츠 키트를 출시,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 간 

상생 모델을 지속 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 캘

리포니아에 치한 CardioNet사의 경우 최 로 심

부정맥 환자를 상으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

를 측정하여 응 상황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

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 미국의 

도시를 심으로 서비스 에 있으며, 2002년 FDA

의 승인을 받았다[15]. 미국 필립스 회사의 경우, 

2002년부터 울 성 심부  환자 건강 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12], 이를 해 가정에서 측정

한 환자의 압, 체 , 당 등의 수치를 텔 스테

이션이란 앙제어장치를 통해 장하고 데이터센

터와의 통신을 수행해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학을 심으로 이동통신망과 성을 통한 피부

상  맥박 등을 송하는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부 상의 경우 당 30 임의 상을 

송이 가능한 상태이다. 한, 일본 카나자와 

학의 이치 야마코시(Ken-Ichi Yamakoshi) 교수

의 연구는 가정에서 건강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

는 방식의 생체신호 측정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18]. 가정용 건강 리를 한 주요 모니

터링 기술의 경우, 욕조에서 심장의 기활동을 측

정하는 방법과 화장실의 좌변기에서 사용자의 생

체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한, 실제 

측정센서들로 실험 집을 구성하여 집안에 센서들

을 배치시키고, 실제 거주지를 살게 함으로써 실

생활에서의 활용도를 검증하는 임상실험을 수행하

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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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u-헬스 어에 한 연구동향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u-헬스 어를 

한 다양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왔다[1]. 모

세  힘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랫폼과 액과 소

변에 있는 질병진단 바이오마커를 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하 으며, 심

도, 호흡, 운동량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바이오셔츠와 바이오패치를 개발하 다. 

한,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

원할 수 있는 낙상폰, 약복용 도우미, 스마트 신발

과 같은 생활 리기술도 개발하 다. 서울  의  

생체계측 기술 연구센터에서 의자, 침 , 변기, 욕

조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심 도, 체 , 움직임, 

압, 소변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재택 건강 검진기술 연구를 

진행 이다[4]. 한, 연세 학교 이동형 응 의

료용 정보시스템 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응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기 한 무선 심 계와 

이동형 응  환자 통합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다[6]. 마지막으로, 엘바이오, 텔 메드, 이수유비

어와 같은 국내 u-헬스 어 련 회사들에는 당, 

압, 체지방, 체온, 체 , 심 도와 같은 생체 정보 

단말기에 의해 측정하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IT기술이 목된 

u-헬스 어 기기의 출 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여 

부분 외산 심의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분의 국내 u-헬스 어기

기 제조업체들은 생체신호 측정에 주력하고 있으

며, 측정 데이타의 수집, 처리, 분석은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기술을 실용화하기에는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천 학교 IT융합 헬스

어기기 연구단에서는 다양한 u-헬스 어 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u-헬스 어 콘텐츠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해 

u-헬스 어 시장을 확 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해서 ‘고령자 건강  질환 리 시스템 개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내용을 IT융합의 

성공 인 사례로써 소개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본 장에서는 가천 학교에서 진행 인 고령자 

건강  질환 리 시스템 개발 연구에 해서 설

명한다. 해당 연구는 가천 , 서울 , 한양 , 단국

 등 4개 학  8개의 u-헬스 어 련 기업이 

공동으로 u-헬스 어 련기술을 개발하여 u-헬

스 어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u-헬스 어 련기술을 

크게 분석하면, 생체정보 측정  송기술과 생

체정보 분석  피드백 기술로 구성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기술구분에 따라 각각 4개의 세부

과제를 구분하 다.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생체

신호 수집  분석 기술개발’은 생체정보 측정  

송기술의 측면에서 고려된 세부과제로써, 고령

자의 생체 신호 수집을 하여 별도의 수집기를 

소지하는 신에 스마트폰과 같은 국민들이 범용

으로 사용하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한, ‘환자 맞춤형 건

강 리 랫폼 확장  고도화 기술 개발’은 생체

정보 분석  피드백 에서 고려된 세부과제로

써, 수집된 생체 정보를 가공하여 의학 인 단

을 내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는 기술을 개

발한다. 생체정보 수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

로 건강  질환에 한 정보와 다양한 의학  정

보를 IPTV, 모바일 등의 랫폼에 서비스하는 기

술을 개발하기 하여, ‘N 스크린 기반의 건강

리 콘텐츠 오  서비스 기술 개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 으며,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이 한방에 

한 신뢰도와 선호도를 감안하여 한방학 인 소견

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한방학 인 콘텐츠를 제공하

는 기술 개발을 하여 ‘노인성 질환 한방 건강 진

단  분석기술 개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 다. 

각 세부의 자세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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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생체신호 수집 

 분석 기술개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생체신호 수집  분석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생체 신호 수집

을 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범용 인 단말기를 사

용하여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

으며, 수집된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건강 리 시스

템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먼 , 개인 생체신호 수집을 해서 (주)솔미

테크에서 개발한 SHC-U6 패치형 건강신호 측정

기 [그림 1]를 사용하고 있다. SHC-U6은 3개의 채

을 통해서 건강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으며, 심

도, 맥박, 심박동변이도(HRV, Heart Rate Varia-

bility), 스트 스, 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

이 용이한 패치형 u-헬스 어기기이다. PC  스

마트폰과 같은 단말기와의 통신은 블루투스를 통

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자세한 재원  특징은 

<표 1>과 같다[14].

[그림 1] 패치형 건강신호 측정기 SHC-U6

SHC-U6는 개인이 휴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

이나 PC의 웹 로그램에 생체신호들을 주기 으

로 송하며, 송된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일반인 

 환자를 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 리 어 리

이션을 개발 에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환자에 몸에 부착된 SHC-U6로부터 입력되는 

생체신호가 Bluetooth를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에 도착하면, 건강 리 정보센터에 미리 수집되어 

장되어 있는 개인의 행동패턴 정보와 연계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건강상태 분석이 가능하며, 긴

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비 할 수 있다.

 <표 1> 패치형 건강 신호 측정기 SHC-U6 재원  
특징

SHC-U6

항목 특징 기타

원공 충  배터리 사용
180mAh, 

충 시간 30분

원

지속시간
연속 4시간 사용가능

2배 용량

8시간 

측정기기 

재원

무게：25g, 

30mm × 6.5mm

통신
Bluetooth 

무선통신(Class-II)

일회용 

극센서

연동 

로그램

PC 로그램  스마트폰 

앱 연동, 개인  헬스 

클럽용 건강 리 시스템

Happ-S1.0

[그림 2]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생체신호 수집 
 분석 기술 개발

한, 환자를 상으로 한 스마트폰 용 앱의 경

우에는 심 도를 분석하여 각 험단계에 따라 응

상황을 처할 수 있는 환자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에 있다. 일반인을 한 스마트

폰 용 앱의 경우에는 송된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건강을 리할 수 있는 건강 리 

앱을 개발 이며, 필요한 경우 생체신호를 원격

으로 의사에게 달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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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자 맞춤형 건강 리 랫폼 확장  

고도화 기술 개발

‘환자 맞춤형 건강 리 랫폼 확장  고도화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병원임상정보를 연동한 환

자 맞춤형 건강 리 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환자 맞춤형 건강 리 랫폼 확장  
고도화 기술 개발

[그림 4] 설계된 건강 리 지식 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건강 리 서비스를 해서 랫폼에 설계된 

장  리용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그림 4]와 

같으며,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ABO식 액형, 체

, 신장과 같은 환자 개인의 정보 스키마를 심

으로, 가족력, 생활습 , 정신건강평가, 양정보, 

과거병력과 같은 스키마들이 연결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5]와 같이 병원 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과 연동되는 건강

리 랫폼을 구축하 으며, 구축된 건강 리 랫

폼을 통하여 운동  식이에 련된 건강 리 지

식을 구축하고 있는 이다[7, 8].

[그림 5] 건강 리 랫폼

한, 건강상태 평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기반으로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를 진행 에 있다. 아이폰 기반의 병원 연동형 

압 리 스마트폰 앱인 u-DiabetesNote의 경우, 가

천 학교 길병원의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경우 병원

에 기록된 압 기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병원의료

정보 연동을 통해 당뇨병 리  합병증 방을 

한 맞춤형 검사일정과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

여 스스로 압을 효율 이고 편리하게 리할 수

가 있다. 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당 리, 체

리, 심뇌  험도, 스트 스 측정, 운동요법, 

양 리, 복약시간 알림, 검사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한, 스마트폰 앱인 u-CAREnote 

서비스의 경우, 스마트폰 앱과 웹에서 개인의료정

보 조회  리가 가능하며, 개인 맞춤형의 건강

리, 식이, 운동정보를 환자 스스로 습득하기 쉽도

록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 HIS와 서비스 랫폼간의 

안 한 의료정보 교환을 하여 인증  보안서비

스를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설진( 診) 유효 

분석을 한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 인데, 설진의 

경우 장기 으로 지속 인 건강 리가 필요한 분

야로써 개인에 특화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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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사람의 로부터 얻어지는 상정

보에서 기하정보  컬러정보를 추출하여 객 이

고 정량 인 분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분석은 한

의 문의의 진료에 있어 보조 인 수단으로 사용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9]. 향후 모바일 랫폼

으로의 기능을 확장 할 정이다. 

3.3 N 스크린 기반의 건강 리 콘텐츠 오  

서비스 기술 개발

‘N 스크린 기반의 건강 리 콘텐츠 오  서비스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건강  질환에 한 정보

와 다양한 의학  정보를 IPTV, 모바일 등의 랫

폼에 서비스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

트폰 기반의 산모 리, 장애인 재활 도우미 앱과 

건강정보 포탈 기반의 건강 리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6]. 장애인 재활 도우

미 앱의 경우, 보행정보 수집  가공을 해 가속

도 센서  3축 자이로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를 통해 척수 손상 환자의 재활 운동 상태를 검

할 수 있으며, 장애 등   장애 부 에 맞는 맞

춤형 재활 로그램을 제공할 정이다. 한, 임

산부가 스마트 단말과 TV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임산부 홈 어 u-헬스 어 로그램을 개

발하고 있다[2]. 이를 통해 임산부 체조  태교를 

한 체조, 태교를 이한 향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산후  육아 리 서비스로 확

할 정이다.

 [그림 6] N 스크린 기반의 건강 리 콘텐츠 오  
서비스 기술 개발

3.4 노인성 질환 한방 건강 진단  분석기술 

개발

‘노인성 질환 한방 건강 진단  분석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한방에 한 신뢰도와 선

호를 감안하여 한방항 인 소견과 그에 따른 다양

한 한방학 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하고 

있으며, 경락신호 측정기를 이용한 사상체질 평가 

시스템  맥진기를 이용한 한의병증 분류 시스템

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노인성 질환 한방 건강 진단  분석기술 
개발

[그림 8] 태블릿 PC 기반의 양도락 검진기

먼  양도락(경락신호 측정기)의 경우, 한의사가 

태블릿 PC 기반의 양도락 검진기 [그림 8]를 이용

하여 12경 원 교감신경의 흥분과 억제에 따라 변

하는 통 항의 변화를 측정하면, 태블릿 단말기

에서 그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인체 내 오장육부의 항진과 하를 별할 수 있

다[5]. 한, 양도락을 이용한 뉴로-퍼지 기반의 경

유헬스 콘텐츠 테으스베드 구축

유헬스 콘텐츠의 One Source Multi Platform 구축

N Screen 기반의 Open Service 기술 개발

만성질환
리

산모
리

인지
치료

체형
리

물리
치료

재활
치료

IPTV SOIP WEB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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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신호를 이용한 노인 사상체질 평가 모델 개발하

는 이다. 맥 분석기의 경우, [그림 9]과 같이 맥

 분석을 이용해 추출한 라미터들을 통해, 뉴로

-퍼지 기반의 맥 신호를 이용한 한의병증 분류시

스템 개발하는 이 있다.

 

[그림 9] 맥 신호 측정기

4. 주요 연구 성과

본 장에서는 각 세부과제를 통하여 산출된 주요 

연구 결과물과 활용방안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

다. 각 세부과제  주요 연구 성과의 계는 <표 

2>와 같다.

세부과제 주요 연구성과

제1세부
디지털청진기 기반의 원격청진진료 
스마트-헬스 어 시스템

제2세부

뉴로-퍼지 네트워크 기반 심박 변이도를 
이용한 우울증 진단 방법, 감성콘텐츠 
자극에 의한 HRV 신호와 피로의 연  
성에 한 연구

제3세부
사용자 정보 기반 u-헬스 컨텐츠 추천 
시스템 

제4세부
노인 낙상측정 진단기 개발, 다기능 
진단비데를 이용한 u-헬스 어 시스템 

<표 2> 각 세부과제  주요 연구 성과

4.1 디지털 청진기 기반의 원격청진진료 

스마트-헬스 어 시스템

디지털 청진기 기반의 원격청진진료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은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생체신호 

수집  분석 기술개발’ 과제를 통하여 산출된 주

요 연구 성과로써, 최근에 속히 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어 시스템이다([그

림 10] 참조). 

[그림 10] 원격청진진료 시스템 구성도

[그림 11] 디지털 청진기  리 로그램

주요 구성요소로는 [그림 11]과 같이 환자가 자

가 측정을 하기 한 디지털 청진기와 스마트폰, 환

자를 진찰하기 한 의사용 PC, 그리고 단말들을 

연결해주기 한 네트워크 서버로 구성되며, 단말

들 간에 청진 데이터와 진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리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3]. 환

자는 디지털청진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청진함

으로써 자가 청진진료를 할 수 있고, 자가 측정하

여 생성된 청진 데이터와 진료요청 차트를 웹서버

에 업로드 하고 의사는 이를 받아 진료하는 과정

을 통해 원격청진진료를 수행함으로써 즉각 인 의

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  

제약이 있었던 기존의 PC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원격청진진료 Server>

<환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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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내에서 손쉽게 자신의 상태를 검사하고 

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2 뉴로-퍼지 네트워크 기반 심박 변이도를 

이용한 우울증 진단 방법

뉴로-퍼지 네트워크 기반 심박 변이도를 이용한 

우울증 진단 방법은 ‘환자 맞춤형 건강 리 랫

폼 확장  고도화 기술 개발’ 세부과제를 통해 산

출된 연구 성과물로써, 심 도 신호를 수신하여 이

를 HRV로 변환하고, 그로부터 주 수 역 특징

(VLF(Very Low Frequency), LF(Low Frequency), 

HF(High Frequency), LF/HF)  시간 역 특징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the normal RR 

intervals), RMSSD(Root Mean Square of Succes-

sive Differences))을 추출한 뒤, 이를 각각 가  퍼

지 소속 함수 기반의 퍼지 신경망(Neural nEtwork 

with Weighted Fuzzy Membership functions, 

NEWFM)에 입력하여, 우울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추출된 6개의 특징을 이용하여 우울증을 진

단한 결과, 90%의 민감도, 100%의 특이도, 95%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 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문가의 도움 없이도 일반인이 집에서 손쉽게 우

울증과 련한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3 감성콘텐츠 자극에 의한 HRV 신호와 

피로의 연 성에 한 연구

 감성콘텐츠 자극에 의한 HRV 신호와 피로의 

연 성에 한 연구는 ‘환자 맞춤형 건강 리 

랫폼 확장  고도화 기술 개발’ 세부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 성과물로써, 피로는 흔한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의 경우 진료 환자의 20% 이상이 만

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로도 련 요

인 악이 복잡하고 객 인 측정 자료가 부족하

여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감성콘텐츠 자극에 의

한 HRV 신호와 피로의 연 성에 한 연구에서

는 감성콘텐츠 자극에 의한 HRV 분석을 통하여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따라 피로와의 연 성을 분

석하 다. 자율신경계와 HRV 연 성을 분석하기 

하여, HRV의 시간 역 특징 SDNN, RMSSD와 

주 수 역 특징 VLF, LF, HF, LF/HF 등 총 6개

의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HRV 특징들은 통계

기법에 따라 주 수 역 특징 VLF가 높을 때와 

LF가 낮을 때 피로상태를 가지게 됨을 연구결과

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10]. 

4.4 사용자 정보 기반 u-헬스 어 컨텐츠 

추천 시스템

사용자 정보 기반 u-헬스 어 컨텐츠 추천 시스

템은 ‘N 스크린 기반의 건강 리 콘텐츠 오  서

비스 기술 개발’ 세부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 성

과물이다. 기존의 u-헬스 어 서비스를 통해 제공

되는 컨텐츠들은 임의 인 추천 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의 병력이나 

재 상태 등과 무 한 컨텐츠를 추천해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사용자 정보기반

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제안된 시스템에

서는 용량의 컨텐츠  사용자의 질병 이력, 나

이, 신장, 몸무게 등의 기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합한 컨텐츠를 찾아 추천한다. [그림 12]

는 사용자 정보 기반 u-헬스 어 컨텐츠 추천 시

스템의 기본 개념도를 나타낸다.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한 아이

템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템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아이템 클러스터의 경우, DreamCare TV[2] 내 

서비스 인 질병 동 상, 건강 퀴즈, 건강 주치의 

에서 질병에 련된 총 630개의 컨텐츠를 구축

하 고, 연령, 성별, 질병 이력, 압 수치, 당 수치 

등을 임의로 설정한 가상 사용자를 설정하고, 각 사

용자에 해 10 까지 컨텐츠를 추천하도록 실험

한 결과, 고 압이나 암 련 질환을 앓은 이 있

는 환자에게 각각에 맞는 한 질환 련 컨텐츠

를 추천해 주는 등 타당한 결과를 보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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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사용자 정보 기반 u-헬스 어 컨텐츠 
추천 시스템 임워크

4.5 노인 낙상측정 진단기 개발 

노인 낙상측정 진단기 [그림 13]는 ‘노인성 질환 

한방 건강 진단  분석기술 개발’ 세부과제를 통

해 산출된 연구 성과물로써, 주로 노인성질환을 가

진 장기요양 여 상자로써 치매 등 자아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 하게 행

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기타 돌발 상

황을 감지하여 미연의 사고를 미리 방할 수 있는 

것이 목 이다[11]. 이를 해 침 센서와 알리미 

단말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

써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긴 한 상황을 리자에

게 곧바로 연락해 환자의 안 을 확보할 수 있다.

UART로 연결

ZC 
(ZigBee Coordinator)

전시용 모니터 UI

[그림 13] 노인 낙상측정 진단기

4.6 다기능 진단비데를 이용한 u-헬스 어 시

스템

‘다기능 진단비데를 이용한 u-헬스 어 시스템’

은 노인성 질환 한방 건강 진단  분석기술 개발 

세부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 성과물이다. 요 검

사(Urinalysis)는 각종 내과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

료 과정의 악에 흔히 시행되는 검사로 병원에서 

일반 액검사와 함께 가장 많이 실시되는 검사이

다. 요 분석은 dipstick검사와 같은 요 스트립을 이

용한 정석 인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는 스트립

에 요를 셔 변화된 색을 육안으로 별하는 것

으로 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으며, 최근에는 분 분석을 이용한 요 분석 장치

들이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요 분석을 하는 부분의 상용화된 시스

템들은 스트립을 이용하는 방식을 용하여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회성으로 사용되

고 버려지는 요검사용 스트립을 계속 소모하는 단

이 있다. 요에 직  빛을 쏘여 스펙트럼을 구하

는 방식은 소모품이 필요 없으나 장비의 가격이 

비싸 아직까지 상용화에는 무리가 있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비침습 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변 

정보 에서 사용자가 무의식 으로 해당 건강정

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JSM 헬스

어(주)에서 개발한 다기능 진단 비데를 이용하여 

u-헬스 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그림 14] 참조). 

기존의 소변 분석기와의 차별 은 스트립 등의 추

가 장비 없이 오직 학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 

소변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비데 사용자의 인식은 

왼쪽 팔 거치 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가능하

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사용자는 사용 시 지문을 

기만 하면 되고 소변 검사 결과는 자동으로 

송되어 사용자 DB에 장되도록 설계되었다. 용

인 동백지구 내 삼성 그린투모로우의 시 에 워

킹 목업 제품이 설치되어 시범 운 하 다.

[그림 14] 다기능 진단 비데를 이용한 u-헬스 어 
시스템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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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효과  결론

본 논문은 의료와 IT융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IT융합의 성공 인 사례로써, 국외  국내에서 

진행 인 u-헬스 어에 한 연구동향에 해서 

살펴보았고, 가천 학교 IT융합 헬스 어기기 연

구단에서 진행 인 ‘고령자 건강  질환 리 시

스템 확장  고도화’ 연구 내용  연구 성과를 

통하여 다양한 u-헬스 어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u-헬스 어는 건강에 련된 여러 가지 생체정보

를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손쉽게 

측정하여 의료 서비스 센터로 송하고 이를 통해 

한 피드백을 받는 서비스로써, 병원이라는 물

리  공간에서만 진단, 치료, 리가 이 지던 의

료 서비스가 조만간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이동 

에도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에 

목된 각종 유비쿼터스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와 병

원이 연결되는 시 를 맞게 될 것으로 망하고 있

다. 하지만, u-헬스 어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객

인 임상  근거를 마련하기 한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하고, 실제 의료 서비스 산업이나 웰니스 산

업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한 법과 제도 환경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가천 학교 IT융합 헬스 어기기 연구단

에서 진행 인 ‘고령자 건강  질환 리 시스템 

확장  고도화’ 연구는 특정 질환치료  특정 u-

헬스 어기기에 국한되었던 기존 u-헬스 어 연

구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생체 데이터 

처리  분석기술을 고도화시켰다는 에서 큰 의

의를 가지며, 참여기업과 학교의 1：1 매칭연구를 

통해 u-헬스 어 련 소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은 기존의 

개발된 건강 리 랫폼을 바탕으로 지속 인 고

도화를 통해 IT융합 u-헬스 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정이다. 이러한 u-헬스 어 서비스는 스

마트폰과 연동된 u-헬스 어 분야의 우수한 인력

과 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

방 향상으로 의료비 경감 효과를 기 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한, u-헬스 어 분야의 국

산화로 인한 수입 체효과와 국산 u-헬스 어

련 소 트웨어의 해외 수출을 통한 수입증 가 기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 리센터와 개인 스마트

폰을 통한 다양한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원격 진료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장 산업화에 

기여하고 IT 의료 융․복합 시장에서의 기술 선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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