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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u-Healthcare 서비스에서 다양한 생체정보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개인건강기기(PHD)와 측정된

정보를 전송하고 수집하기 위한 표준의 필요성이 제품 간의 이식성, 확장성,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

기 위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개인건강기기에서 측정된 생체정보(산소포화도, 몸무게, 심전도, 혈압

등)를 ISO/IEEE 11073 기반인 Bluetooth Health Device Profile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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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IT기술과의

접목이 시작되면서 환자들의 원격 진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또한 고성능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부터 u-Healthcare 서비스를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를 통

해 효과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환자들

은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u-Healthcare 모바일 앱은 개인건강기기(PHD)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측정된 생체정보를 전달

받아 결과를 제공해주게 되는데 아직까지 표준화

된 방법으로 통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건

강기기가 바뀔 때 마다 기존 모바일 앱을 수정해

야하거나, 개인건강기기 제작업체에서 통신방법을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동이 불가능할 수

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ISO/IEEE 11073[1] 기반의 Bluetooth

Health Device Profile(HDP)을 이용해 스마트폰

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

한다.

Ⅱ. 본 론

Bluetooth HDP(Health Device Profile)[2]는 의

료, 건강 및 휘트니스 장비들에 블루투스 무선 기

술을 적용시키기 위해 개발된 블루투스 통신 프

로파일이다.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도 이

런 Bluetooth HDP를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

이다. Bluetooth HDP는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같이 측정을 담

당하는 장치들을 Source(에이전트)[2]로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헬스케어[3]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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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담당하는 장치들을

Sink(매니져)[2]로 정의하고 있다. Bluetooth HDP

는 의료 정보를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블루투스

프로파일로 보안성과 신뢰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구현되었다. 또한 ISO/IEEE 11073 표준 규격에

정의하고 있는 모든 개인건강기기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BlueEva+P25/G2/HDP 평가보드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Bluetooth HDP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Stallmann사의 BlueEva+P25/G2/HDP

평가보드이다. 이 평가 보드는 Bluetooth HDP를

지원하는 BlueMod+P25/G2 모듈과 PC 인터페이

스 및 I/O를 확장할 수 있는 보드로 구성되어 있

다. 이 평가 보드는 가상 COM 포트를 통해 PC

와 UART 통신을 하며, HDP 통신 연결 및 데이

터 교환 제어는 UART 데이터를 통해 LTP(Local

Transport Protocol)을 사용한다. 그림 2와 같이

PC에서 LTP 명령을 전송하게 되면

BlueMod+P25/G2 모듈에서 HDP 데이터로 변환

하여 HDP Sink 장치로 전송한다.

그림 2 HDP 통신 구성도

그림 2에서 HDP Source Application 부분은

PC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었으며 개인건강기기

역할을 하는 시뮬레이터이다. HDP Sink 장치 부

분은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앱으로 개발되었으

며 HDP Source Application에서 전송되는 의료

정보를 받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이다.

2.1. HDP Source Side

본 논문에서는 Bluetooth HDP를 지원하는 블

루투스 모듈로 Stallmann사의 BlueMod+P25/G2

를 사용해 HDP Source 장치로 구성하고, PC용

제어 어플리케이션은 C#으로 구현하였다. PC용

제어 어플리케이션은 HDP Sink 장치와의 연결,

의료 정보 데이터를 HDP Source 장치와 교환한

다. 즉 개인건강기기의 역할을 소프트웨어 적으로

수행하며 Bluetooth HDP 통신 연결 상태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HDP Source Application 화면

2.2. HDP Sink Side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일 경우 버

전 4.0(API Level 14)부터 Bluetooth HDP를 지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Sink 장치로 사

용되며, Source 장치로부터 전달받은 의료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를 이용하면 심박수, 혈

압계, 혈당계, 체중계와 같은 모니터링 모바일 앱

을 개발 할 수 있다.

그림 4 HDP Sink Application 통신 과정

그림 3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Sink 동작모

드로 개인건강기기와 통신하는 과정을 나타내었

다. Bluetooth HDP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 과정을

끝낸 뒤, 개인건강기기와의 연결을 확립한다. 그

후 연결이 성공되었을 경우 개인건강기기와 File

Descriptor를 통해 의료 정보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read/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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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결과

HDP Source Application을 체중계 형태로 설

정하고, HDP Sink 장치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에서는 Bluetooth HDP가 연결되면 가상의 체중

값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는 HDP Source Application으로부터 가상의 몸

무게 데이터를 받아 HDP Sink 장치인 안드로이

드 모바일 앱에서 결과를 출력하는 화면이다.

HDP Source 장치의 형태에 따라 혈당, 혈압, 산

소포화도등의 정보 HDP Sink 장치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다.

그림 5 건강 정보 취득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개인건강기

기와 연결하여 스마트폰만으로도 의료 정보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Stallmann사의 BlueMod+P25/G2와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HDP Source 장치(체중

계)를 구현하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으로 HDP

Sink 장치를 구현하였다. HDP Source 장치에서

는 가상으로 생성한 의료 정보 데이터를

Bluetooth HDP 규격으로 전송한다. HDP Sink

장치인 모바일앱은 HDP Source Application으로

부터 받은 의료 정보 데이터를 수신 후, 그 데이

터를 가공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낸다. 향후

HDP Source 장치를 실제 혈압계, 혈당계, 심전

도, 체중계와 같은 의료 기기로 구현하고, 실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본 논문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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