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회원 : 자부품연구원 (jklee@keti.re.kr)

***** 정회원 : (주)바소콤 연구소장

***** 정회원 : 당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

***** 정회원 : 동신 학교 기공학과 교수

***** 종신회원 : 조선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교신 자)

수일자 : 2012. 07. 25

심사완료일자 : 2012. 09. 07

컨티뉴아 국제 인증용 지능형 헬스 어 단말기 
인터페이스 설계  구

이정기* · 김국세** · 안성수*** · 이호 **** · 이 *****

Intelligence Health Care Terminal Interface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Continua 
International Certification

Jeong-Gi Lee* · Kuk-Se Kim** · Seong-Su Ahn*** · Ho-young Lee**** · Joon Lee*****

요  약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  방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 되고 있으며 국

민생활수  향상에 따라 동반되는 건강  건강 리서비스에 한 욕구가 증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미

국, 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휠씬 빠른 속도록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4%(고령사회)에서 20%(  고령사

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8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로 인해 차세  동력산업으로 헬스 어 

산업을 육성 강화하고 있다. 헬스 어 단말기들이 수시로 배출되고 있어 2006년 필립스를 심으로 컨티뉴아 헬스 

얼라이언스 국제산업 력체가 결성하게 되어 꾸 히 활동 이며, 단말기 종류, 통신방법이 다양함에 따라 본 연구

논문에서는 컨티뉴아 국제 인증에 합한 지능형 헬스 어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각각 다른 이기종 통신 단말기

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컨티뉴아 인증용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increasing chronic patients due to population aging, many needs for pro-active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services are rising and 

desire for health care service is also rising due to national standard of living Especially population aging of Korea is faster than America, 

France and many other advanced nations, and a study states that arrival time of elderly population rates; 14%(aged society) to 

20%(transcendental aged society)l only takes 8 years. In these reasons, health care industry for the next engine industry is reinforced. Many 

health care terminals are coming out and Continua Health Alliance is founded and working steadily based on Philips in 2006. In this paper, we 

suggest Gateway interface system for Continua accreditation to control vary communication by designing intelligent health care interface 

suitable for Continua international accreditation because there are many types of terminals and communication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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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2010년 국내 기 수명

은 79.1세로 선진국 평균수 (76.2세)에 웃도는 수 이지

만 2045～2050년에 이르면 85.7세 수 에 도달하여 선진

국 평균수 (82.1세)보다 높아질 망이며 65세 이상 고

령인구는 기 수명 연장  출산율 감소로 2010년 11.0%

로 고령사회에 들어  섰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 인 

(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망 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4%(고령

사회)에서 20%(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8년에 불과함에 따라 U-헬스 어 련 연구는 꾸

히 발 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U-헬스 어 상용

화 산업은 아직 시작단계이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많

은 비표  개인 건강기기의 활용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

는 실이다. 

특히 국내 개인건강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소

수의 업체를 제외하고 국제표 기반 기기개발에는 신

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이다. U-헬스 어 련 표

화는 단순한 규약 정립의 수 을 넘어 국내외시장 선

과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주도권 확보수단으로서

의 략  가치가 높다.  국제  보건의료정보 표 화 개

발 기 으로는 IEEE11073, HL7, ISO/TC 215, CEN.TC 

251 등이 있다. 최근 ISO/TC 215를 심으로 세 기 이 

서로 력하는 Standard Harmonization 정을 맺고 표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U-헬스 어 사업은 표 화를 통해 상호 운용성  보장

이 필요하며, 향후 모든 헬스 어 제품은 국제표 을 반

드시 수해야만 제품을 매할 수 있으므로 국제인증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고령화 사회에 어들면서 늘어나

는 헬스 어 단말기들의 데이터 송시 사용되는 

Bluetooth, WiFi 등 다양한 통신 방법을 연결 가능한 컨티

뉴아 국제인정용 통합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자 하며, 

ISO/IEEE 11073 PHD(Personal Health Device) 국제표  

로토콜을 수하여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에 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헬스 어 단말기 설계를 

4장에서는 단말기의 주요 기능에 한 구 에 해서 기

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U-헬스 어

U-헬스 어 기술이란 유무선 통신 인 라를 기반으

로 일반인, 만성질환자, 노인, 회복 인 환자나 수술 후 

환자 등이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불편하거나, 거

추장스럽지 않게 짧은 주기나 혹은 지속 으로 신체의 

정보를 측정하고, 신체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건강상

태의 변화에 한 문가의 서비스를 즉각 으로 받는 

기술이다.

그림 1은 U-헬스 어 요소기술로 U-헬스 어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생체정보와 생활정보를 측정

하는 생체/생활정보 감지기술, 측정된 생체정보  생활

정보를 U-헬스 어 서비스로 제공하기 해 분석하는 

생체/생활정보 분석 기술, U-헬스 어 응용 서비스를 

해 필요한 경고, 해상황 단 지원, 디바이스 용어, 네

트워크 랫폼, 서비스 로토콜, 정보보호, 시험  인

증을 포함하는 U-헬스 어 응용서비스 기술로 구분되

어진다[1].

그림 1. U-헬스 어 요소 기술
Fig. 1 U-Healthcare Element Technology

국제  보건의료정보 표 화 개발 기 으로는 

IEEE11073, HL7, ISO/TC 215, CEN.TC 251 등이 있으며, 

최근 ISO/TC 215를 심으로 세 기 이 서로 력하는 

Standard Harmonization 정을 맺고, 표  개발을 가속

화 하고 있다.

개인용  건강 리 기기와 서비스간의 상호 운용성 

구 을 해 2006년 1월에 형성된 개방형 업계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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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뉴아 헬스 얼라이언스(Continua Health Alliance)와 

의료기 /시스템과의 상호 운 성 표  채택/검증을 

한 로 일들을 제시하고, 연결을 통해 제시한 

로 일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가 있다 

2.2. 컨티뉴아 헬스 얼라이언스

컨티뉴아는 2006년 필립스를 심으로 정보통신, 헬

스 어  피트니스 기업들이 차세  신성장 동력 산업

으로 기 를 모으고 있는 U-헬스 분야의 표 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를 해 결성한 국제 산업 력체이다.

가정에서의 개인 건강 기기에서 의료 정보 서버로까

지의 데이터 송에 필요한 다양한 통신 표 을 채택하

고 이를 검증하기 한 인증 로고 로그램을 구축해 소

비자 심의 공신력 있는 U-헬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삼성, 인텔, 필립스 등 30개 로모터 멤버와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SK텔

콤, ETRI등 약 225개 컨트리 뷰터 멤버들이 가입해 활

동 에 있다.

CCE(Continua Certification Expert)는 컨티뉴아에서 

채택된 표 기술  인증제도에 한 문가로 U-헬스 

업체가 컨티뉴아 인증을 받기 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제품이 표 에 합하게 구

는지를 검토하며, 상호 운용성과 합성 보장을 한 

인증제도 개선  업체들의 제품 개발을 보다 효율 으

로 지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컨티뉴아(Continua)인증 받은 개인용 헬스 
디바이스(PHD)

Fig. 2 Personal Health Device for a Continua 
Certified Individual

그림 2 는 컨티뉴아 인증 받은 개인용 헬스 디바이스

로 개인용  건강 리 기기와 서비스간의 상호 운용성 

구 을 해  컨티뉴아 헬스 얼라이언스(Continua Health 

Alliance)와 의료기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표  채

택/검증을 한 로 일들을 제시하고, Connection을 

통해 제시한 로 일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가 있다.

Ⅲ. ISO/IEEE 11073 PHD

IEEE 11073 PHD는 헬스 정보 로 일의 송 포맷

으로 개인용 원거리 의료 기기와 매니 (핸드폰, 컴퓨

터, 셋톱박스, 계산 엔진, 정보 수집기)간 정보를 교환하

는 데 필요한 공개 으로 정의된, 독립  표 이다.

그림3은 U-헬스 어에서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 시

스템의 일반 인 구조를 보여주며 압계, 체 계, 보

수계와 같은 개인건강 기기는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시, 핸드폰, 의료설비, 컴퓨터와 같은 매니  에게 정

보를 송한다. 매니 는 정  분석을 해 원격지원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 할수 있다[2]. 정보란 질병

리, 의료  건강 정보, 신체 정보 등을 말함, 일반 으

로 개인 건강 기기와 매니 간 통신경로는 논리  

(Point-to- Point)연결로 가정하고 개인 건강 기기는 

하나의 매니 와 통신한다. 매니 는 별도의  

연결을 사용하여 다 의 개인 건강 기기와 동시에 통신

할 수 있다.

그림 3. 일반 인 의료 시스템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a General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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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IEEE 11073 PHD는 개인 건

강 기기와 매니  사이의 통신 로토콜을 정의하고 있

으며, 11073 PHD표 은 로토콜의 구조, 개인 건강 기

기와 CE간의 기능들이 정의된다.

그림 4는 ISO/IEEE 11073 PHD 개인건강기기의 상호 

운용성을 한 표 으로 개인건강기기와 매니 로 구

성되어 있다[6].

그림 4. IEEE 11073 PHD 표  모델
Fig. 4 IEEE 11,073 PHD Standard Model

11073 PHD는 개인 건강 기기와 매 를 연결하기 

한 IEEE 11073 로토콜 스택을 포함 하며 11073 PHD 

로토콜 스택은 그림 5와 같이  세 개의 벨(Transport, 

Optimized Exchange Protocol, Device Specializations)로 

나 어진다[4].

그림 5. 11073 PHD Protocol Stack 
Fig. 5 11073 PHD Protocol Stack 

Transport 벨 11073 PHD에는 구체 인 물리  송

에 한 방법은 정의하지 않으며 재까지 나온 다양한 

송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표 과 련된 다양한 SIG

에서 Bluetooth HDP, USB, ZigBee등에서의 로 일을 

정의한다. 

Optimized Exchange Protocol 벨 11073 PHD표 의 

가장 요한 부분인 최 화된 교환 로토콜은 다양한 

종류의 개인 건강 기기를 지원하기 한 토 를 제공한

다. 애 리 이션 이어 서비스와 개인 건강 기기와 

매니 간 데이터 교환 로토콜을 정의하며, 애 리

이션 서비스는 개인 건강 기기와 매니 간 연결 리, 

액션  데이터의 신뢰  송을 한 로토콜을 제공

한다. 데이터 교환 로토콜은 명령어, 개인 건강 기기 

설정정보, 데이터 포맷, 반 인 로토콜 등을 정의

한다[5].

Device Specialization 벨 최 화 교환 로토콜 상

에는 8개의 특정 개인건강기기( 압계,  체 계 등)와 

련된 특정 세부사항이 기재된 기기 특성화 이어가 있

다. 이 기기 특성화는 특정 종류의 개인 건강 기기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행동하는지에 해 오 젝트와 속성

을 상세하게 기술되며 한 MDS(Medical Device 

System), Persistent Metric(PM-store Segment), Metric- 

specification에 한 추가 인 상세 설명을 해 련 스

펙을 제공한다.

Ⅳ. 컨티뉴아 인증기반 헬스케어 

통합 게이트웨이

컨티뉴아 디자인 가이드라인(Continua Design 

Guideline)은 ISO/IEEE 표 과 각 인터페이스별 표 들

을 참고해 컨티뉴아 제품들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하여 만들어진 문서로 컨티뉴아에서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해 만든 각 인터페이스별 설계 지침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 으며 PAN(Personal Area Network)인터

페이스는 End-to-End 아키텍처에서 시작 단계인 u-헬스 

의료기기에서 사용자의 진료 정보를 측정하여 AHD 

(Application Hosting Device)에 달하는 과정으로 컨티

뉴아 인증을 받을 제품들이 PAN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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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방향 센서 제어, 둘째 양방향 센서 정보교환, 

셋째 PAN장치와 응용 호스  장비의 한 결합, 컨티

뉴아에서는 Exchange Protocol Layer에 PAN인터페이스

를 통해 최 화된 정보 교환을 하여 ISO/IEEE Std 

11073-20601을 채택해 사용하 다.

그림 6. PAN 인터페이스 스택 구조
Fig. 6 PAN Interface Stack Structure

WAN(Wide Area Network)인터페이스는 PAN 인터페

이스에서 측정하여 가정내에 Gateway, Mobile Phone  

PC와 같은 AHD에 달한 의료 정보 데이터를 하나 

는 그이상의 다른 쪽 서버로 달한다. WAN인터페이스

는 WAN Observation Sender Device(Episodic, Batch, 

Streaming) 와 WAN Observation Receiver Device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7. WAN 인터페이스 스코
Fig. 7 WAN Interface Scope

헬스 어 게이트웨이는 렴한 가격에 제작하기 

해 Embedded Linux기반으로 구 하 다.

헬스 어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사양

- Embedded Linux(Kernel 2.6.x)

- Wireless Network : 

  • Bluetooth 2.1+EDR(HDP지원)

  • IEEE 802.11b/g/n Wi-Fi

  • IEEE 802.16e-2005 Mobile WiMax

  • IEEE 11073 PHD 표  로토콜 지원

  • HL7 의료정보 교환 표  메시지 지원

그림 8. ARM9 기반 소형 임베디디 보드
Fig. 8 A Small Embeded Board Based ARM9

BoA Webserver는 Apache와 같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

하지는 않지만 임베디드 기기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한 용도로는 매우 은 크기의 서버 로그램이므

로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 환경설정, 헬스 어 디바이

스 환경 설정  제어, 헬스 어 속 정보 등  데이터 처

리 서버로는 정하여 선정하 다.

그림 9. BoA Webserver 화면
Fig. 9 Boa Webserver Display

성능 요구사항에서 기기와 게이트웨이간의 통신 검

증 시험은 IEEE 11073 PHD 통신으로 검증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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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와 진단 지원 시스템간의 통신 검증시험은 

HL7 CDA(Health Lever 7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통신으로 검증을  수행하 다.

그림 10. IEEE 11073 매니 와 에이 트간 
속  송 차

Fig. 10 IEEE 11073 Access Between a Manager 
and Agents and Transmission are Procedural

HL7(Health Lever 7) 표 은 OSI 7계층에서 응용 계

층에 해당하는 의료정보 교환 로토콜로써 의료 서비

스 공 자가 사용하는 환자의 업무 리, 일반처방, 환

자의뢰, 회계 리, 환자 진료, 의무기록/정보 리등 의

료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시지를 획일화되게 하기 

해 정의된다. HL7 CDA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크게 

트리거 이벤트(Trigger Event), 길이(Query)  확인 응답

(Acknowledgement)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벤트로 인한 ADT(Admission, Discharge and 

Transfer) 메시지가 발생하면 질의 메시지와 확인응답 메

시지를 의료 시스템 간에 송함으로써 HL7 CDA 메시

지를 송한다[3][7].

Ⅴ. Bluetooth, Wi-Fi, WiMax 기반 

무선통신 구현

WiMax는 10MHz에 이르는 역폭을 기반으로 고속

의 데이터 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나 MIMO (Multiple- 

Input and Multiple-Output),  스마트 안테나와 같은 차세

 통신기술을 목하여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고용량 데

이터 무선 송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 헬스 어 게이트

웨이에서 WiMax무선통신은 서버에 자료를 송하는 

것이 주요 목 으로 두고 업로드에 한 라미터 최

화에 을 둔다.

그림 11. Uplink Frame – OFDM 라미터
Fig. 11 Uplink Frame - OFDM Parameter

그림 12. Uplink Frame – Diversity Subchannel
Fig. 12 Uplink Frame – Diversity Subchannel

Uplink Control Symbols로는 Ranging, CQI, MIMO 

Antenna Weight Feedback, MIMO Mode Feedback, ACK 

등이 있으며 WiMax 무선통신은 WiMax 포럼 공인 인증

시험과 일본 UQC(UQ Communications)사업자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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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UQ 상호운용성 시험을 고려하 으며 WiMax 제품

의 일반 인 무선 특성과 PHY/MAC특성을 일본 JATE/ 

TELEC가 요구하는 Ordinance Regulating Radio Equipment 

Article 49.29/ARIB STD-T94 규격을 고려하여   개발하

다.

그림 13. WiMax 무선통신 칩셋 블록 다이어그램
Fig. 13 WiMax Wireless Communication 

ChipSet Block Diagram

그림 14 는 Agilent Technologies사의 Mobile WiMax 

Test Set(E6651A) 장비를 이용하여 WiMax의 Signal 

(Modulation, Spectrum, Flatness, Power)을 분석하고 라

메타(Center Frequency, Receiver Attenuation, Source 

Amplitude, Enabling Modulation and RF Output)설정을 설

계 후 WiMax Modulation Signal 분석 하 다.

그림 14. WiMax Modulation Signal 분석 화면 
Fig. 14 WiMax Modulation Signal Analysis Screen

Bluetooth와 WiFi는 Agilent Technologies사의 Personal 

Area Wireless Communication Test System(Z2239A) 장비

를 활용하여 컨티뉴아 인증용 헬스 어 게이트웨이의 

설계  검증을 하 다. 근거리 통신모듈 테스트장비 스

팩은 무선규격테스트 IEEE802.15.4, IEEE802.15.1.1, 

ISO/IEC18000-6, EPC Glboal Class1 Generation2 표 장

비로 테스트를 시행하 다. 

모바일 WiMax 테스트장비 스팩은 Frequency Range 

50MHz～2.7GHz(E6651A-503), 450MHz～5.99GHz(E66 

51A-506) Resolution 1Hz(<3GHz), 2Hz(≥3 GHz) Meas. 

Range (+27 ∼m –50)dBm로 테스트를 시행하 다. 

그림 15. 시험환경 구성도 
Fig. 15 Simulation Environmental Formation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컨티뉴아 인증 기반의 헬스 어  단말

기간 게이트웨이를 해 국제표  기반의 게이트웨이 

구조를 설계 하 다. ISO/IEEE 11073  표  로토콜을 

컨티뉴아 인증용 게이트웨이를 설계하여 헬스 어 단

말기간 통신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ISO/IEEE 11073 

로토콜을 사용하는 헬스 어 단말기 제품을 개발하

는 사용자는 타 단말기간 손쉽게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제안하 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컨티뉴아 

인증용 단말기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신체정보  

신상에 한 데이터처리로 인해 보안에 많은 신경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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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에도 재까진 련연구가 부족하여 헬스 어 

용 보안 칩 용에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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