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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IT 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인 ISO/IEEE11073, HL7을 준용하여 다양한 

PHD(Personal Health Device)들과의 연결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을 통하여  홈&모바일 헬스케어 분

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 핵심 기술 요소인 ISO/IEEE11073, HL7 적용을 통해 홈 헬스케어용 센서 기기

에 대한 각종 기술을 축적 하고 최근에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헬스케어 플랫폼 적용으로 우수성을 확보하

고자 한다. 

키워드: 헬스케어(Healthcare), IEEE11073, 모바일 게이트웨이(Moblie Gateway), 스마트폰(Smart Phone)

I. 서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의료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융

합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에서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또는 환경을 의미한다. 아울러, 병원 방문 없이 실시간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진단,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 건강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 대처 등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병원 서비스의 이

용 편리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U-Hospital, 노인 및 만성질환

자 중심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일반인의 건강 유지 및 향상에 초

점을 두고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대상인 홈&모바일 헬스케어는 병원 외부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관

리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아울러,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건강상태를 실시간 관리하여 추가 발병을 억제하고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의 완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홈 헬스케어를 위한 모바일 게이트웨이로

활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로의 확장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홈 헬스케어에서 건강측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

는 개인 건강 기기(personal health device)인 혈당계, 혈압계, 심박측정

계(heart rate monitor), 산소포화도 측정계(pulse-oximeter), 심전도 

측정계(ECG monitor)의 5가지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구성하고 

표준 핵심 기술 요소인 ISO/IEEE 11073, HL7을 준용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기존의 홈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말기 형태의 게이트웨이나 홈 서버 하드웨어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집 안의 고정된 게이트웨이로 인해서 생기는 위치종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MG(personal mobile gateway) 기반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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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의 제안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혈당계, 혈압계, 심박측정계(heart rate monitor), 산소포화

도 측정계(pulse-oximeter), 심전도 측정계 5가지로 구성되

는 ISO/IEEE11073 표준을 준용한 홈 헬스케어용 의료기기

② 스마트폰 기반의 PMG(personal mobile gateway) 플랫폼

③ PMG(personal mobile gateway) 기반의 홈&모바일 헬스케

어 시스템

III. 시스템 구현

1. 홈 헬스케어용 의료기기 (PHD : Personal Health Device)

본 논문에서는 혈당계, 혈압계, 심박측정계, 산소포화도 측정계, 
심전도 측정계의 5가지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홈&모바

일 헬스케어를 위한 PHD를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표

준화되지 않은 상기 제품들에 대해 그림 2와 같이 ISO/IEEE11073 
표준의 PHD으로 제품의 기능을 제안한다. 현재 홈 헬스케어 의료

기기는 제조사 별 고유의 소프트웨어와 통신 프로토콜을 내장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토콜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PHD에

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림 2. ISO/IEEE 11073 Personal Health Device

2. 스마트폰 기반의 PMG(personal mobile gateway) 플

랫폼 

기존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은 휴대폰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는 특수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가정 내의 홈 서버를 통해 데

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연

결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ISO/IEEE11073 국제 표준을 준

용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표준을 준용하

는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한하여 제약 없는 연결성을 지원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기의 선택과 구매가 가능한 스마트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시스템은 의료기기의 연동성뿐만 아니라 HL7기반의 의료

정보시스템과의 의료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기타 의료 관련 헬스케

어 서비스(응급의료시스템, 병원이력관리 등)와 융합이 가능하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헬스케어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3.스마트폰 게이트웨이 기반 홈 헬스케어 시스템

3. Mobile Gateway 기능 모듈

그림 4. Mobile Gateway 기능 모듈 구성도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이트웨이의 기능 모듈 구성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SO/IEEE11073 표준 의료기기와의 물리 네트워크는 Bluetooth 
HDP를 기반으로 한다.(Bluetooth HDP, Health Device Profile, 
Version 1.0. Bluetooth SIG. 26 Ju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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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스마트폰 OS는 Android OS 2.2(Froyo)를 선정하며 기타 

Android 버전과 IOS OS의 버전별로 확장한다.
• 표준 의료기기와 데이터 교환은 IEEE11073-20601 Application 

profile-Optimized exchange protocol을 준수하며 HL7 
Message Converter를 통해 응용 가능한 정보 형태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진단지원시스템과의 의료정보 교환

은 HL7 3.0표준의 메시지 교환방식을 준수하며 CDMA통신을 

활용한다.
• 스마트폰의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은 표준을 준용한 모든 의료

기기와 연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논문에서 구성하는 

5가지의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응급의료서비스, 원격

진료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 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헬스케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① ISO/IEEE11073 표준을 준용한 홈 헬스케어 시스템: 

• ISO/IEEE11073, HL7 국제 표준을 적용한 표준화된 홈 헬스

케어 의료기기로 제품 신뢰도 및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다.
• 현재 의료기기의 미비한 표준화 수준에 대응하여 한발 앞서 

국내 및 해외 진출을 대비 할 수 있다.
• ISO/IEEE11073, HL7 표준을 준용한 헬스케어  게이트웨이와 

연동되는 저가형 의료기기 단말의 생산 및 보급이 가능하다. 
(별도의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없는 의료기기 단말 제품의 보급

이 가능)

② 스마트폰을 활용한 PMG(personal mobile gateway):

• 표준화된 의료기기의 통합을 위한 기존의 단말기 형태의 게이트

웨이나 홈 서버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마트폰 게이트웨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스템 구성이 간편하며 빠른 

시장 보급이 가능하다. 
• 표준을 준용하는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한하여 제약 없는 

연결성을 지원한다.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기의 선택과 구매가 가능하므로 

보다 사용자 중심의 특성별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 기존의 고정형 게이트웨이로 인한 위치종속성 문제를 해결하여 

위치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군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

③ PMG 기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 HL7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의료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기

타 의료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 (응급의료시스템, 병원이력관리 

등)와의 연동성을 제공한다. (Google Health와 같은 의료서비

스 혹은 통신회사와 연계되는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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