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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를 위한 호환 가능한 셋톱박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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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최적의 
타이밍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인 헬스케어 기기는 제조사들이 만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프로토콜로 인해 기기들 간의 호환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인 헬스케
어 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표준화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EEE P11073 표준을 이용하여 개인 헬
스케어 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생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헬스케어 셋톱박스를 설계하였다. IEEE P11073 표준을 이
용한 셋톱박스는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독립적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하여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여
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헬스케어, 셋톱박스, 표준화, 호환성, IEEE PHD

Abstract  In these days the patient can be easy to see the treatment results at home without going directly to 
hospital. Despite the many advantages that the patient is got optimum service timely, the currently used 
personal healthcare devices have no compatibility because the manufacturer use the proprietary software and 
hardware protocols. For these issues, standardization is required between the set-top box and the individual 
healthcare devices.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healthcare set-top box possible to biometric data transmission 
by using a standard IEEE P11073 between the device and the set-top box. Because the set-top box using IEEE 
P11073 standardization can transfer data independently, we are expected to make i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healthca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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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헬스 어 기술이란 홈 네트워크 상의 장치나 휴 용 

장치 등의 IT기술이 의료와 목되어 생체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병원과 의사에 연결되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건강 리를 하

고 질병을 방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1][2]. 헬스

어는 만성질환자 리 뿐 아니라 일상 인 건강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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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를 완

화시킬 뿐 아니라 의료 문가의 부족 상도 많이 해소

할 수 있다. 재 GE, 필립스, 인텔 등과 같은 세계 인 

기업들이 헬스 어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

고 있으며,  재 일상에서 활동량 측정기를 통해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측정하는 피트니스 모니터링 시장은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16년 4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망되고, 2017년 기 으로 약 1억 7,000만 의 기기 보

이 측된다. 당뇨·고 압 등 만성질환 리를 한 생

체계측 측정기기는 물론 머지않은 장래에 장에서 즉시 

진단하여 암·감염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비용으로 조

기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가 결합된 한 차원 높은 헬스

어 시 가 열릴 것이다[3]. 헬스 어를 해서는 생체

정보를 안정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이 필요한

데, 센싱 기술은 사용자의 심 도, 호흡, 체온, 체 , 당, 

산소포화도 등 건강에 련된 다양한 생체신호를 획득하

여 처리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센싱 과정은 헬스

어 기기로부터 개인의 신체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얻어

질 수 있는데, 재 개인이 사용하는 헬스 어기기는 각 

제조사들 별로 고유한 로그램과 랫폼을 사용하기 때

문에 기기간의 호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가정에서 다양한 헬스 어 기기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화된 로

토콜을 사용하여 다양한 개인 헬스 어 기기와 셋톱박스 

간에 생체 데이터를 송하여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상태

를 모니터링하여 건강 리를 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설

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는 디지털 셋톱박스 기술과 헬스

어서비스에 해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표 로토

콜을 이용한 셋톱박스를 설계하고, 제 4장에서는 체

인 헬스 어 시스템 구성에 해 기술하며, 끝으로 결론

을 맺는다. 

2. 연구배경

2.1 디지털 셋톱박스 기술(DVB-MHP) 

디지털방송의 다양한 미디어를 상호통합하기 한 표

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표 화작업은 아날로

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환하는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랙티  서비스의 표 화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홈 네트워크,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PVR(Personal video recoder) 등 다양한 역으로 확

되고 있다. 방향 데이터 방송을 한 표 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지상  방송용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이블 방송용 OCAP(Opencable 

Common Application Platform), 그리고 유럽에서 사용하

는 MHP(Multimedia Home Platform)등이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성 방송용으로 MHP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

상  방송용으로 ACAP, 이블 방송용으로 OCAP을 선

정하여 따르고 있다. MHP는 DVB에서 어 리 이션과 

하드웨어상의 호환성을 해 개발된 Open Middleware 

Platform으로 모든 DVB 송 기술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다. Open standard를 사용한다는 것은 receiver 제조

사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어 리 이션  

서비스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4][5].  [Fig. 1]은 다양한 어 리 이션

과 단말기에 한 MHP의 호환성을 보여 다.

[Fig. 1] Compatibility of MHP

DVB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정보제공 서

비스, 방송 로그램과 연동되는 어 리 이션, 자상거

래, 이메일 등 많은 종류의 인터랙티  서비스를 제공하

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들이 구동되기 한 환

경은 receiver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동 환경을 통

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MHP로

써, MHP 소 트웨어 스택은 [Fig. 2]와 같이 JVM(Java 

Virtual Machine), MHP API  기타 S/W로 구성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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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MHP software stack
[source : wikipedia]

2.2 국내 헬스케어서비스

국내에서는 디지털 셋톱박스 기술과 다양한 멀티미디

어 기기를 이용한 헬스 어 제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

다. 한화S&C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런티어 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주 기업으로 참여해 6개 기업과 공동으

로 ‘스마트TV 기반 건강 리 서비스 용 셋톱박스’를 

개발했다. 이는 원격진료, 식이, 이동처방 등 의료부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셋톱박스이다. 원격진료

기능을 이용한 건강 상담  의료기  연계 서비스가 가

능하며, 산모· 유아 상의 건강정보  커뮤니티 서비

스를 제공한다[6].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은 IPTV를 통해 실시간으

로 양방향 건강 리  교육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을 개

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병원에 직  가지 않고도 집

에서 IPTV를 통해 정기 인 건강 상담 뿐 아니라 응 처

치 등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격 의료서

비스는 사용자가 IPTV 셋톱박스에 연결된 의료측정 장

비를 통해 건강측정을 하면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 서버에서 분석돼 사용자와 상담원 양쪽에게 제공되

고 IPTV의 상 화  화면공유 기능을 사용해 측정된 

의료정보에 한 상담이 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술은 원격 교육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

의 IPTV 원격 교육서비스는 사용자가 교육 콘텐츠를 

VOD나 채  방송을 통해 시청하는 형태의 단방향 서비

스여서 원격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질문이 있을 경우 

인터넷 게시 , 화 같은 별도 매체를 이용해야 하는 등 

비효율 이고 비실시간 으로 이 져 왔다. 그러나 개발

된 기술은 상회의 기능을 이용해 강의  학생의 질문

에 해 강사가 실시간으로 답변하거나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IPTV뿐 아니라 컴퓨

터나 휴  상 화 단말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차

세  IPTV 기술이 개인의 의료비  교육비 지출을 감소

시키고 궁극 으로 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린 IT를 실 할 수 있을 것이며, 재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진간 연계진료가 가능한 그룹 간 원격진료의 

기능도 연구 이다[7].

3. 셋톱박스 설계

3.1 개인 건강 기기 표준 IEEE PHD

IEEE는 러그 앤 이에 한 지원, 상호 운용 가

능한 의료 기기 통신을 확장하기 한 네 가지의 IEEE 

11073™ 표  개발 로젝트를 발표했다[8][9]. IEEE 

11073 개인 건강 기기(PHD) 워킹그룹은 자 의료 기술

에서 일 성, 상호 운용성, 명칭  코드와 주소 문제를 

돕기 한 IEEE 11073 표 군을 해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기 은 천식, 당뇨병, 심장 마비, 만

성 폐질환, 고 압, 비만뿐만 아니라, 웰빙  피트니스와 

건강한 라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

을  수 있다. IEEE 표  회(IEEE-SA) 표 원회의 

공식 표 으로 승인을 얻은 네 가지 표  개발 로젝트

는 다음과 같다.

· IEEE는 P11073-10419 : 건강 정보학 - 개인 건강 기

기 통신 기기 문 

 인슐린 펌 에 한 안 표  ; 상호 운용 개인  

인슐린 펌  장치에서 정보 교환을 제어하기 한 공

개  정의, 독립 표

· IEEE P11073-10441 : 표  건강 정보학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부품 10441 : 장치 문 

 심  피트니스 센터  활동 모니터 ; 실제 행동과 

신체의 다양한 생리를 측정 장치의 범 한 상호 통

신과 이러한 활동에 한 답변을 지원

· IEEE P11073-10404 : 건강 정보학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기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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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산소 농도계에 한 안 표  ; 개인 펄스 산소 

농도계 장치 간의 상호 통신을 정의하고 화  개

인용 컴퓨터, 건강 제품, 셋톱박스, 휴 폰 등의 엔진

을 계산하기 해 설계

· IEEE P11073-10413 : 건강 정보학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기기 문

 호흡 속도 모니터 안 표  ; 호흡 속도를 모니터링

하고 엔진을 계산하여 다양한 장치 사이의 러그 앤 

이 커뮤니 이션을 정의

이에 본 논문에서는 IEEE P11073 표 을 이용하여 개

인 건강 측정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생체 데이터 송이 

가능한 헬스 어 셋톱박스를 설계하고자 한다.

3.2 헬스케어 셋톱박스 설계

환자가 자신의 상태 정보를 병원에 있는 서버에 달

할 수 있도록 헬스 어 기기와 셋톱박스를 사용한다. 헬

스 어 기기는 당계, 압계, 심 도 기기 뿐 아니라 모

바일 기기를 이용한 앱을 실행시켜 다양한 데이터를 입

력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

리와 만성질환 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환자 정보

를 수집하기에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재 사용되고 있는 개인 헬스 어 기기는 제

조사들이 만든 독자 인 소 트웨어·하드웨어 로토콜

로 인해 기기들 간의 호환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인 헬스 어 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표 화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IEEE P11073 

표 을 이용하 다. 헬스 어 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IEEE P11073 기반 데이터 달과정은 다음과 같다

[7][10]. 

① 연결요청 메시지 : 헬스 어 기기가 셋톱박스로의 

연결을 요청한다.

② 구성 메시지 : 생체데이터 송 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송할지를 기술한다.

③ 요구 메시지 : 셋톱박스는 헬스 어 기기의 제조사, 

펌웨어 등에 한 정보를 요청한다.

④ 사건보고 메시지 : 헬스 어 기기에서 측정된 생체 

데이터를 송한다.

⑤ 연결해지 메시지 : 헬스 어 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연결을 해제한다.

[Fig. 3]은 개인 헬스 어 기기와 셋톱박스의 구성도

를 나타낸다. 개인 헬스 어 기기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

기 해서는 당계, 압계, 심 계 는 모바일 기기 등

을 이용하여 당, 압, 심 도, 맥박, 피부 기 도도 

등의 생체데이터를 계측한다. 생체신호 검출용 센서부품

으로는 ECG, EEG, SpO2, CO, EtCO2, IBP, NIBP, 

Respiratory Mechanics, Peripheral Nerve Simulator, 

Multi Gas Analysis등을 사용한다. 헬스 어 기기로부터 

셋톱박스의 송․수신부를 통해 입력된 정보는 간단한 기

을 이용하여 1차 분석과정을 거친다. 이는 측정된 데이

터를 병원서버로 송할지 유․무를 단하는 과정으로

써 잘못 측정된 값이나 의미없는 값을 1차 으로 걸러냄

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자함이다[11]. 한 맥박, 

당 등과 같은 수치가 일정범 를 벋어나거나 인체로부

터 이탈되는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사용자 확인이 없을 

경우 2차 으로 알람경고를 하는 측정값 정부를 포함

한다. 셋톱박스를 통해 1차 으로 분석된 생체데이터는 

인터넷망을 통해 병원이나 건강 리센터의 환자 리 서

버나 개인건강 리 서버로 해진다. 셋톱박스는 생체데

이터를 수집하여 서버에 달하는 역할도 하면서 셋톱박

스 자체에 데이터를 장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래  형태로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Fig. 3] Set-Top Box Structure

4. 헬스케어 시스템 구성

본 연구의 목표는 만성질환자들을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 리를 주기 ․지속 으로 리하기 하여 헬스

어 기기를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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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받아 개인이 원하는 최 의 서비스를 최 의 타

이 에 제공받을 수 있는 셋톱박스 기반 홈 헬스 어 시

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시스템은 가정의 TV

나 셋톱박스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병

원에 치한 환자 리 서버에 속하여 자신의 상태에 

련된 정보를 송하게 된다. 이를 해 환자의 생체 정

보를 검출하는 센서와 그 센서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헬스 어 기기, 그리고 기기와 독립 으로 생체 데이터

를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 생체 정보를 해석하고 개인

화 분석 기술을 용해 맞춤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환자

리 서버를 구성한다. 만성질환자나 일반인이 헬스 어 

기기로 생체데이터를 측정하면 이 데이터가 셋톱박스로 

송된다. 이때 IEEE PHD P11073 표 을 이용하여 다양

한 헬스 어 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표 화된 형태로 

셋톱박스에 송하게 된다. 한, 만성질환자의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환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

성으로 질환상태에 한 설문  찰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을 이용한다. 셋톱박스에 장된 데이

터는 별도의 메시지 포맷으로 변형되어 병원이나 건강

리센터의 서버로 송되어 DB에 장된다. 문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결과를 서버로 송하면, 이 결

과를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셋톱박스와 TV 출력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처방 달 서비스, 응  

call 서비스, 당 리 서비스 등 만성질환자에 한 질병

리 서비스와 일반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건강 상황에 따라 건강 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 헬

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환자 리 서버는 병원에 치해 있으며 셋톱박스를 

통한 속과 병원 내의 유선 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

스 어 기기에서 발생되는 개인의 상태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달받아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다시 출력장치로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속자의 

개인 인증을 해 환자별, 담당의사별 인증 로 일을 

리하여 유무선 속이 있을 때 마다 속자에 한 인

증을 하고 보안을 해 암호화된 형태로 송되는 데이

터를 수신하여 이를 복호화 한 다음 검증을 하고 환자

리 DB에 장한다. 

[Fig. 4] Healthcare System

5. 결론

셋톱박스란 일반 으로 VOD, 상  홈쇼핑, 네트워

크게임 등 차세  방향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이

용하는 데 필요한 가정용 통신 단말기 기능을 갖춘 장치

로써, 방향 텔 비 이나 화 회사의 상 송 서비

스 등의 망과 속하여 가정 내에서는 텔 비  모니터 

등에 연결하여 이용한다. 셋톱박스는 화와 컴퓨터 통

신 등 데이터 통신 서비스도 동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화 인터페이스나 컴퓨터와의 속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 

등 다양한 규격이 검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IEEE 

P11073 표 을 이용하여 개인 건강 측정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생체 데이터 송이 가능한 헬스 어 셋톱박스를 

설계하 다. IEEE 11073은 생체 데이터 로 일의 송 

포맷으로 개인 헬스 어 기기와 셋톱박스 간의 정보교환

에 필요한 표 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셋톱박스를 이

용한 헬스 어 시스템은 가정의 TV나 셋톱박스 인터페

이스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의료 기

에 직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진료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태를 주기 ·지속 으로 리해야 하는 만

성질환환자들에게  환자가 원하는 최 의 서비스를 최

의 타이 에 제공할 수 있는 맞춤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IEEE P11073 표 을 이용한 셋톱박스는 다

양한 헬스 어 기기에 한 독립  데이터 송을 가능

하여 헬스 어 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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