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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건강증

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기

기 보급의 확산과 지능화된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로 인해 다앙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단

계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개

인 의료기기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를 기반으로 Bluetooth HDP를 

통한 개인 의료기기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은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consumers pursue optimized health condition and high leveled quality of life through active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vity of health as the importance of health during daily life is emerged to meet the demand of aging 
society. Thus healthcare service is evolved into smart healthcare stage using various type of smart devices depending 
upon the needs of consumers. However the 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among individual medical devices and 
smart devices are insufficient, thus data accumulation through individual medical devices is also insufficient. This 
thesis suggest the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connection among Bluetooth HDP and individual medical devices 
based on smart TV in addition to the monitoring of biometrics. 

키워드 : 스마트 TV, 헬스케어, IEEE 11073, Bluetooth HDP, H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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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고령화에 따른 약물 투여 기간 장기화, 합병증

으로 인한 복용 약물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

하면서 기존 치료개념에서 벗어난 관리의 필요성 점증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의학 기술의 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단순히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질병

을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병원, 의료기관 등

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에서 건강관리와 웰니스 위주

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유·무선통신 인프라의 발달

과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지능화된 정보기

기들의 이용 급증에 따라 국가사회 전체가 똑똑해지는 

‘스마트화’ 시대 도래하면서 소비자들은 헬스케어 서비

스와 I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복지, 안전 등이 복합화

된 지능화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로 스

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앙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

마트 헬스케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1,2].
하지만 현재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 간이 

연결성 및 신뢰성이 미비한 상태이며 효율적인 헬스케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기기 특성을 고

려한 게이트웨이 솔루션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생체 데이터의 축적과 건강관리사 또는 의료진과의 원

격의료를 통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디바

이스 간의 연결성 확보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 관련 연구

2.1. IEEE11703  PHD

스마트TV를 통한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개인의료기기와 디바이스간의 통신과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
지만 개인건강기기는 제조사 별 고유의 소프트웨어와 

통신 프로토콜을 내장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토콜은 공

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PHD(Pelsonal Health 
Device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상호 운용성은 불가능

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이 필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개인건강기기의 

정보전송에 대한 심사, 허가 안으로 IEEE11073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3,7].

그림 1. IEEE 11073 PHD 
Fig. 1 IEEE 11073 PHD 

IEEE 11073 PHD (Personal Health Device)는 그림 1
과 같이 건강정보 프로파일의 전송포맷으로 개인건강

기기와 통합 매니저(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간의 정

보교환을 위해 설계되어 서로 간의 통신 규격을 정의하

고 있다. Communication Protocol 에서는 표준과 관련

된 다양한 SIG에서 Bluetooth HDP, USB, ZigBee 등에

서의 프로파일을 통해  개인 의료기기와 통합 매니저를 

연결하고 있으며 IEEE 11073-20601에서는 다양한 개

인건강기기와 통합 매니저 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프

로토콜을 정의하여 개인 의료 기기와 통합 매니저간의 

연결 관리, 데이터 교환 명령어, 개인 의료 기기 설정 정

보, 데이터 형식 등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운

용성을 지원한다. ISO/IEEE 11073 PHD 표준 기술은 

기기와 데이터 자체를 기술하는 부분인 DIM (Domain 
Information Model), 기기와 데이터의 상호작용을 정의

하고 기술하는 부분인 SM (Service Model), 접속 상태

와 통신 특성을 관리하는 CM (Communication Model)
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8].

2.2. Bluetooth HDP

블루투스 HDP는 개인 의료기기와 데이터 수집 디바

이스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개발한 프로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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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Serial Port Profile (SPP) 기반으로 구현되었

다. 블루투스 HDP는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과 같이 

측정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소스(에이전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TV와 같이 수집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싱

크(게이트웨이)로 규정하고 있다. 블루투스 HDP를 적

용하기 위해서는 MCAP (Multi-Channel Adaptation 
Protocol)을 반드시 기반 기술로 사용해야 하고 

Enhanced Retransmission Mode(ERTM), Streaming 
Mode, FCS(Frame Check Sum) 등의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Enhanced L2CAP 기술이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한다.

그림 2. 블루투스 HDP 프로토콜

Fig. 2 Bluetooth HDP Protocol

블루투스 HDP는 그림 2와 같이 IEEE 11073-20601 
Personal Health Data Exchange Protocol을 기본으로 하

는 ISO/IEEE 11073-104xx Device Specializations를 사

용할 수 있으며 의료 정보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애플

리케이션으로 보안성과 신뢰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구

현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MCAP를 기반으로 

하는 ‘Control Channelʼ 과 ‘Data Channelʼ을 사용하여 

L2CAP Link를 연결하게 된다[4,8].

2.3. HL7 (Health Level Seven) 

HL7은 현재 병원 시스템 간 의료 정보 전달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프로토콜로 국제 표준으로 서로 다른 보

건의료분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가 호

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의 집합이다. HL7은 서로 다

른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료데이터의 

융통성 있는 전달과 비용 효과적인 접근법, 기준, 지침, 
방법론, 그리고 의료서비스 정보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

영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HL7의 기본 원리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트리거 이벤

트에 의해 ADT(Admission, Discharge and Transfer) 메
시지가 발생하면 수신측 시스템에서 내부 트랜잭션을 

통한 자동갱신이 일어나고 송신측 시스템에 확인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의료 

시스템간의 HL7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HL7 메시지

는 다수의 세그먼트들로 구성되며 각 세그먼트는 다수

의 데이터 필드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데이터 필드는 

다수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진다. 그림 3은 환자의 입

원과 관련된 HL7 메시지로 첫 번째 세그먼트는 일반적

으로 메시지 헤드 (MSH: Message Header) 세그먼트로, 
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과 받는 시스템 양쪽

에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며 EVN 세그먼트는 이벤트 

유형, PID 세그먼트는 환자식별 정보, PV1 세그먼트는 

환자 방문정보를 나타낸다. 메시지의 실제 내용은 세그

먼트 안의 필드에서 표현된다[5,6].

그림 3. HL7 메시지 구조

Fig. 3 HL7 Message Structure

. 건강관리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블루투스 HDP는 11073-104xx Device Specializati 
ons의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블루투스 HDP를 사용

하게 되면 ISO/IEEE 11073 표준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

는 모든 의료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8]. 즉, 블루

투스 HDP를 통해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기기 간의 연

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정보가 

IEEE 11073 PHD 표준에 준하여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HL7 CDA 프로토콜과 직접 연동 될 수 없으며 개인 의

료기기부터 측정된 생체정보 데이터가 PHR(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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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Record)에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위해서는 응용 

계층 표준 프로토콜인 HL7 (Health Level Seven) 표준

을 준용해야한다. 따라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SO/IEEE 11073와 HL7 CDA 간 메시지 변환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Fig. 4 System Configuration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HDP Module 및 

건강관리 앱으로 구성된 통합 게이트웨이 솔루션과 서

비스 제공 서버를 통한 스마트TV기반의 건강관리 시스

템을 제안한다.

3.2. 시스템 설계

3.2.1. 스마트TV 기반 통합 게이트웨이 솔루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글 

TV를 대상으로 한다. Google TV는 현재 안드로이드와 

크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안드로이드 SDK(Soft 
ware Development Kit)는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

해서 Google TV를 위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 도구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Android ICS 버전부터 HDP를 지원하고 있

어 보다 안정적인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TV 간의 연

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5. 게이트웨이 솔루션 S/W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gateway solutions S/W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게이트웨이 솔

루션 소프트웨어 구성도이다. 먼저 HDP Module은  개

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TV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

한 모듈 로써  IPC를 통해 블루투스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프록시 개체인 BluetoothHealth, BluetoothHealth 
Callback 클래스를 활용하여 개인 의료기기의 등록 여

부를 확인하고 수신된 IEEE 11073-xxxxx 정보를 해석

하여 스마트 TV와 연결을 제어하며 BluetoothHealth 
AppConfigu ration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 형식을 반환

하고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문자열을 반환한다. 이
후 HDP Module을 통해 반환된 생체 정보 데이터는 건

강관리 앱으로 전송되며 Monitoring App을 통해 사용

자에게 생체 측정 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는 사용자의 

신상정보와 결합되어 원격의료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해 

HL7 Conver ter Module을 통해 병원 시스템 간 의료 정

보 전달을 위한 HL7 메시지로 변환되어 Health Client 
Manager를 통해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된다.

3.2.2. 서비스 제공 서버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 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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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성도로 HL7 Manager의 Health Server 
Manager를 통해 통합 게이트웨이 솔루션으로부터 사용

자의 생체 정보 데이터를 HL7 메시지 형식으로 전송받

는다. 전송 받은 HL7 메시지에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 

및 신상 정보 그리고 개인건강기기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Message Parser를 통해 정보의 역할에 따른 메

시지 파싱이 이루어진다. 파싱된 메시지는 각각의 세그

먼트 테이블에 저장되며 이렇게 축적된 사용자 생체 정

보는 원격의료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그림 6. 서비스 제공 서버 S/W 구성도

Fig. 6 S/W configuration of server services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마

트TV를 활용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Android 기반의 Google TV를 활용

하고 Bluetooth HDP API의 BluetoothHealth 클래스를 

통해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TV 간의 연결성뿐만 아

니라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의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

한다. 또한 건강관리 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원격의료를 통해  건강증진 방안을 제공함으로 일상생

활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으라 생각하다. 향 후 본 논문의 설계를 토대로 건

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며 다양한 디바이스

에 적용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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