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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에 
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이며[1],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급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ICT 기술을 기반에 둔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

비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라는 효과를 지
닐 뿐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와 예방, 관리, 보
건 등 사회 정책적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주목받고 있다[2].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최
근 건강에 한 관심도 증가와 함께 전세계 모
바일 헬스케어 시장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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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의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문제를 겪고 있다. 의료진들은 
담당 환자들이 처방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리고 환자들은 처방에 
한 정보를 기억 못 할 때가 많으며, 처방에 해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MQTT Push 알림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근성이 
좋은 웹 애플리케이션(이하 웹앱) 형식으로 제안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는 복약 시기, 진료 예
약, 그 밖의 처방 관련 정보들을 알림 받고, 이에 따른 행동의 결과를 웹앱에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진 측에서 이를 확인하여 환자가 처방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
릴 수 있는 기능을 웹앱에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능들을 웹앱과 RESTful API 서버 플랫
폼을 통해 제공하고, MQTT 브로커를 통해 웹앱에 알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
과적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university hospitals have problems as patient datas grows. And it is difficult that medical staffs 

check patients living on their prescription. Patients don‘t often remember their prescription, and don‘t know 

how to apply the prescription to their life. To solve these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customized 

healthcare service platform using MQTT push notification. It is provided in form of a web application having 

good accessibility that. Based on doctor’s prescription, the patients take notifications that is the timing of 

medication, medical appointments, and other prescription informations. The results can be entered into the web 

application.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can check that the patients are following their prescription well. In this 

paper, we provide the above functions via the web application and a RESTful API server platform, and 

notification function can be efficiently performed by MQTT Broker. So we checked the customized healthcare 

service can be effectively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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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 기기
에 저장 및 조회, 관리하도록 개발된 PoHR 

(Person owned Health Record) 솔루션들이 출
시되고 있다.

그림 1. 전세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

모바일 시장 및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과 함
께 등장한 많은 헬스케어 서비스들 중 부분은 
단순히 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만을 제공할 뿐 
해당 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한 기능은 미약
하다. V2 Message, V3 RIM, CDA, IEEE 11073 

등 의료 정보의 표준들이 재정됨으로 정보의 공
유에 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고 있지만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표준들도 환자들에게 
친화적이지는 못하다. 그림 2는 HL7 표준 메시
지를 보여준다[3].

그림 2. HL7 표준 메시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된 정보를 취합 및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병원 진료 예약 및 
진료 기인원 ･ 예상 기시간 조회 기능, 개인 
진료기록 조회 및 예약 확인 기능, 복약 지도 및 
주의사항 안내기능, 예약 상태 확인 기능, 그리
고 MQTT 서버 기반의 사용자 Push 알림 기술
을 적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Ⅱ. 제안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표
준화된 환자의 정보를 취합 및 가공하고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기 위해 릴레이 서버를 사용한다. 릴레
이 서버의 경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Frontend 구
현에는 Vue.js와 Onsen UI가 사용되었고, Backend

에는 Node 기반 Express js를 사용하여 구현되었으
며, 인터페이스를 위한 RESTful API를 제공한다. 또
한 Mosquitto Broker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Push 

알람 전송 기능을 가진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는 웹 앱을 통해 진
료예약, 진료기록조회 등의 기능을 사용하며,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3은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Ⅲ. 구  현

본 논문에서는 제안 시스템 검증을 위해 테스
트 릴레이 서버를 구현하고 릴레이 서버가 제공
하는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앱
을 구현하였다. 릴레이 서버는 FHIR 표준 오픈
소스 구현체인 Hapi-FHIR 테스트 서버로 부터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4

는 FHIR 표준을 기반으로 환자의 더미 데이터
를 제공하는 테스트 서버 Hapi-FHIR의 홈페이
지 화면이다[4].

그림 4. Hapi-FHIR 테스트 서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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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릴레이서버가 제공하는 RESTful API

를 활용하여 구현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해당 앱을 통해 푸시 알람 확인, 진료 
예약, 설정 기능을 이용 할 수 있다.

그림 5. 릴레이 서버 연동 웹 어플리케이션

그림 6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RESTful API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해당 요청에 한 처리상
황을 확인하는 서버 로그를 보여준다.

그림 6. RESTful API 서버 로그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병원 내 EMR 시스템 연동을 
통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REST API 서버와 MQTT Broker 서버
를 구현하였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스마트
폰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
템은 손쉬운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MQTT 브로커 서버를 이용
한 실제 푸시 알람 서비스를 구현하여 릴레이 
서버의 활용도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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