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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이용한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기존에 연구되고 있던 

스마트 콘택트 렌즈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렌즈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수치

화 하여 당뇨병, 녹내장, 간략한 스트레스 지수 까지 시각화 하여 보다 편하게 자가 진단하고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렌즈의 구성으로는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는 포도당 농도 측정 센서, 안압 측정 센서, 코

르티솔 호르몬 측정 센서가 있고, 어플과 연동하기 위한 통신 센서가 포함 된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수치

화 한 후 어플 화면에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각 항목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편리 할 수 있다.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모이면 이를 빅데이터로 구성한 뒤 건강관련 부서와 연동하여 기존에 의사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어플을 사용하면서 예방하는데 큰 목적을 둔다.

키워드: 스마트렌즈(smart Lenses), 예방(prevent), 생체 데이터(biometr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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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밀 맞춤의료기술 등 4차 산업혁

명 핵심 기술들의 발달로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전자장치(wearable 

electronic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땀, 눈물, 침, 피부, 

장기로부터 질병을 진단하는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1].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수술 없이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넣고 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 당뇨병 진단은 

혈액 내 포도당(혈당)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혈당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고혈당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당뇨병

으로 파악한다. 실명 원인중 하나인 녹내장은 안압 측정을 통해 예방 

할 수 있다. 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시신경을 압박해 녹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눈물 속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4].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결하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수치화, 시각화 하여 보다 편하게 자가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랑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을 설계하고자 한다.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당뇨병 진단을 위한 포도당 농도 측정 센서, 

녹내장 측정을 위한 안압센서, 코르티솔 호르몬 측정센서, 렌즈와 

어플의 연동을 위한 통신센서 및 전원 공급을 위한 안테나로 구성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 컨택트렌즈로 전원이 공급되면 측정 센서들

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받아 수치화시켜 앱으로 전달하게 되고, 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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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각화시켜 화면으로 보여준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모바일 앱에서 센서 데이터의 가시화를 위한 화면 인터페이스 

설계는 그림 2와 같다. 앱의 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포도당 농도 측정 센서를 확인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혈액에

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액인 눈물로 혈당을 측정하므로 

생리적 지연 시간(Physiologic lag time)이 나타날 수 있다.

Fig. 2. Visualization of vital data

두 번째로, 녹내장 진단을 위한 안압 수치를 확인한다. 안압이 

달라지면 안테나의 주파수가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한 안압 측정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서 수치화 하여 어플로 전달되고 시각화 시켜 

화면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안압은 정상수치라 해도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코르티솔 호르몬의 

데이터를 받아 수치화 후 스트레스 지수로 변환하여 시각화한다. 

적당한 코르티솔의 분비는 뇌가 정상 작동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순기능이 있으나 오랫동안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쿠싱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으로는 혈압상승, 당뇨, 피곤, 우울증, 얼굴, 

목, 등 쪽 비만증세 등이 있다.

Ⅲ.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바일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생체데이터

를 시각화하여 사용자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예방하는 건강관리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더 정확한 평균 수치와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모아서 이를 통해 건강 

진단관련 기관에 연결하여 기존의 의사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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