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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S/IEEE 11073 PHD 표준들은 u-헬스 측정기기와 u-헬스 게이트웨이간의 통신을 가능

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바일 단말기를 데이터 취합을 위한 중계기로 활용하고 별도

의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연동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왔으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IEEE 11073 플랫폼을 포함하여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u-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Android 4.0.x OS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Bluetooth HDP을 활용하여 u-헬스케어 시

스템에서의 게이트웨이/서버 플랫폼 기능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모니터링 애플

리케이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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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최근에 급속히 보

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예방적 건강

관리와 웰니스(Wellness)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서

비스이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고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바탕

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치료 위주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예방적 건강관리와 웰니스(Wellness)위

주의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현재까지에는 보

건의료서비스가 과거의 단순 처치에 국한되어

있고, 소외 지역의 접근성 저하, 진료/처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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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 등의 문제로 능동적 서비스로 변환하

는데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움직임에 대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

스를 확대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에서도 특히, 현재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폰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반생활에 매우 밀접

하게 접근하여 자신의 의료, 복지, 그리고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케어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Android 4.0.x OS 스마트폰

을 대상으로 Bluetooth HDP을 활용하여 u-헬스

케어 시스템에서의 게이트웨이/서버 플랫폼 기

능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설계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본 논문은 u-헬스케어 시스템의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 표준인 ISO/IEEE11073 PHD의 준용을

위해 Bluetooth HDP 기반의 모니터링 애플리케

이션 시스템을 설계한다.

2.1 ISO/IEEE11073 PHD

ISO/IEEE 11073-20601과 ISO/IEEE 11073-104xx

표준들은 개인건강기기간의 최소화 및 최적화된

통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준 문서들은 유헬

스 측정기기들(에이전트)과 유헬스 관리기기들

(매니저) 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호환성 있는 형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개적이

고 독립적인 표준을 제공한다.[2]

[그림 1] ISO/IEEE11073 PHD 구조

[그림 1]은 ISO/IEEE11073 PHD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하단의 Communication Protocols은 전

송계층 표준이다. 전송계층 위에는 최적화된

IEEE 11073-20601 통신 프로토콜이 있으며, 이

프로토콜은 측정기기와 게이트웨이 간 데이터

교환에 관한 프로토콜을 정의하며 응용계층 서

비스들과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한다. 상단의

Device Specializations 부분은 홈 헬스케어 의료

기기의 표준들을 정의한다.

기존의 u-헬스케어 시스템은 IEEE 11073 표준의

연결성을 위해 IEEE 11073-20601 Application

profile-Optimized exchange protocol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어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이에 모바일

단말기를 데이터 취합을 위한 중계기로 활용하

고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헬스케어 의

료기기를 연동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해 왔다.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IEEE

11073 플랫폼을 포함하여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u-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

은 제약이 있다.

이에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패러다임에 따라

안드로이드는 Android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운영체제부터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연결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Bluetooth HDP을 지원한다. 즉

안드로이드 4.0은 블루투스 헬스 장비 프로파일

을 이용하여 의료 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2.2 Bluetooth HDP

블루투스 HDP는 의료, 건강 및 피트니스 장비

들에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해 개

발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다. Bluetooth HDP는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

온계 등과 같이 측정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소스

(에이전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폰, 노트

북, 데스크톱 및 헬스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수집

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싱크(게이트웨이)로 규정

하고 있다.[2]

[그림 2] Bluetooth HDP 프로토콜 모델

[그림 2]와 같이 ISO/IEEE 11073-20601 Personal

Health Data Exchange Protocol을 기본으로 하

는 ISO/IEEE 11073-104xx Device Specializations

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블루투스 HDP를 사

용하게 되면 ISO/IEEE 11073 표준 규격에서 정

의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3]

Ⅲ. 본론

본 논문에서는 Android 4.0.x OS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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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상기 기술한 Bluetooth HDP을 활

용하여 u-헬스케어 시스템에서의 게이트웨이/서

버 플랫폼 기능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3.1 Bluetooth HDP 기반 애플리케이션 설계

[그림 3]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성도

[그림 3]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도이다. 헬스케어 의료기기에서 생성

된 데이터를 Bluetooth HDP을 활용하여 스마트

폰으로 전송되며 데이터는 기기 내 Healthcare

Service Module에 저장되거나 모니터링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한다.

3.2 IEEE 11073 정보 생성 과정

[그림 4] IEEE 11073 정보 생성 과정

[그림 4]는 헬스케어 의료기기에서 생성된 데

이터를 IEEE11073 PHD 표준 규격 데이터와

비교하여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건강기

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프레임 워크 API를 사용하여 인근에 장치를 검

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 채널

을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블루투스

를 사용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데이

터를 검색하고 해석하는 IEEE11073 관리자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의 u-헬

스케어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건강, 의료

와 관련된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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