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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위해, Android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Device에서 ADK를 이용해 혈압계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kit인 ADK를 사용하여 Hardware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Android에서 Hardware의 GPIO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으로 

얻은 혈압계 데이터를 Database에 저장하여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전문의에게 Feedback을 받음으로써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

더라도 개인의 건강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한 단계 수준 높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 스마트케어(Smart care), Android, ADK(Android open Accessory Development Kit)

I. 서 론

스마트케어 서비스는 원격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관

리 및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강

교육, 질환관리 등을 통합한 신개념 의료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또
한, 다양한 생체신호 측정기술의 발전과 생체신호 계측기기의 소

형화, 경량화로 인해 의료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네트워크 통신기술이 한층 더 성장되었

다. 그 응용사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 폰의 운영체제로는 윈도우 모바일, iOS, Android가 존

재하는데, 윈도우 모바일과 iOS는 특정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

영되지만, Android는 비독점 개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스

마트 폰을 위해 개발된 운영체제이지만 넷북, 카PC, 태블릿 등 소

형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스마트 폰에 

의료시스템의 기술을 접목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환자 

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II. 본 론

1. 시스템 구성

1.1 스마트폰과 ADK 연결방법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모바일 기기의 통신 방법 중 하나는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USB는 Host와 Slave(Device) 사
이의 통신이다. Host는 결합된 Slave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

을 가지고 있다. Host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비교적 대용량

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고 매우 기능이 풍부한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함과 동시에, Slave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이다. Slave는 

Host로부터 나오는 통신에 응답하고 버스로 접근할 수 있는 사용

권을 Host에 의해 부여받아야 한다. USB 통신구조는 하나의 

Frame단위로 전송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그림 1. 데이터 전송 구조

fig 1. Data transfer structure

Packet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른 Packet들을 정해진 순

서대로 보냄으로써 데이터를 전송 시킬 수 있다. 각각의 Packet에
는 id, address, data, end of packet 등의 여러 구성요소가 포함

되어 있다. USB 전송방식에도 4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Ho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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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e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Control Transfer 방식으로 스마트

폰과 아래에 소개 된 ADK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1.2 Android Open Accessory Development Kit

그림 2. Microchip사의 DM240415

fig 2. DM240415 of Microchip company

Android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 일련의 광범위한 API (Android Programming 
Interface)는 물론이고, USB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한다. 그러나 현재 풀 사이즈 USB Host 인터페이스 커넥터를 제

공하는 Android Device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구글은 USB Device 포트를 통해 외부 USB Host와 통신

하는 ADK(Android Open Accessory Development Kit)를 개발

했다. ADK는 Android 운영체제(version 2.3.4 이상)를 구동하는 

일부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유념해야 할 중대

한 결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외장 액세서리는 자체 전원을 사용해

야 하며, Android Hardware의 USB 호스트 역할을 해야 한다. 

1.3. 전체 시스템 

전체 시스템의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혈압계에서 스마트 폰으

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오실로메트리법을 사용한 혈압계의 

Cuff_AC값과 이 값을 토대로 얻은 혈압측정결과를 UART통신으

로 ADK에 전송된다. 스마트 폰은 USB를 통해 수신한 신호처리 

된 데이터를 화면상에 나타낸다. 반대로 수신하는 경우, App에 있

는 버튼으로 혈압계의 버튼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 시스템 다이어그램

fig 3. System diagram

  

혈압 측정 시 측정된 값이 매번 자동으로 저장되며, 이를 통계

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분석 및 관리가 용이한 Excel에 데이터를 저장하였기 때

문에 언제라도 스마트 폰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 ADK를 이용한 혈압 측정 시스템

fig 4. Blood Pressure Measurement System using ADK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과 의료기기를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 

중 ADK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Hardware를 

잘 모르더라도 Android에서 Hardware의 GPIO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MCU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오픈소스를 이용해 응용 또한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USB단자를 포함하고 있는 Device라

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를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전문의에게 검진 받고 다시 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Smart care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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