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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Covid 19 팬더믹과 같은 새로운 질병의 발현과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따른 건강 이상신호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관리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환자 개인의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의 개인건강 관리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 건강진단 및 해결을 

위한 IT를 접목한 개인건강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과 인체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앱 개발을 통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및 의사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심리정서 모니터링을 통한 심리정서 케어 지원 니즈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다. 
 

Abstract 
The emergence of new diseases such as the Covid 19 pandemic that occurs in the 21st century and 

the occurrence of health abnormalities according to the busy daily life of modern people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data-based health management is being 

highlighted, and in particular, interest in personal health management data based on personal health 

care data of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study, to solve the difficult problems of personal 

health management, we developed a personal health care platform incorporating IT for self-diagnosis 

and solution and developed an application that measures bio-signals generated in the human body and 

transmits them to the platform. A health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his, not only the 

health care of modern people, but also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are support needs throug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monitoring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 vulnerable who have 

difficulty in expressing their opinions are to be addressed. In addition, the overall health and living 

environment data of the individual was integrated to develop an optimized medical and health 

management service for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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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의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용 제품 중심의 제품 개발 이였다면[1], 현재는 웨어러

블 기기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와 연관되어 다양한 데이터는 물론 서비스를 통합한 플

랫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2]. 

 

또한 정부는 늘어나는 의료비의 문제와 동시에 경제적 성장의 저조 및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출현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포용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3]. 이는 4 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가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플

랫폼 기반의 AI 의 활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맞춤형 의료 정밀 프로그램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4-5]. 

 

이제는 스마트 헬스케어 복지 산업이 의료복지 사회에서 필요한 비용 절감과 예방 중심

으로의 패러다임변화 및 보장성의 확대[6], 그리고 질병 치료 중심이었던 보건의료 분야 

개념이 범위가 건강 관리로까지 확대되면서 참여자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7]. 또한 

개인 건강의 관리를 위해 자발적인 건강 소비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 건강진

단 및 해결을 위한 IT 를 접목한 개인건강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과 인체에서 발생하는 생

체신호를 측정하여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앱 개발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및 의사표현이 어

려운 취약계층의 심리정서 모니터링을 통한 심리정서 케어 지원 니즈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기로 한다.  

 
 

Ⅱ. 데이터 수집을 위한 UI 설계 
 

2.1 기존의 앱 Application 구조 

본 연구 이전에 IOT 스마트 스트레스 케어를 위한 생체신호 기반의 실시간 HRV 측정 연

구를 통하여 디바이스 및 Application 은 1 차 개발이 완성이 되어 HRV 데이터 및 스트레

스 지수에 대한 데이터 확보는 이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때의 연구는 실시간으로 Heart Rate 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걸음 수와 칼로리, 

총 운동거리, 혈압, 심박수, HRV 데이터를 블루투스로 전달만 하였다. 

과거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관리를 자기가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었기

에 클라우드 서버 또는 온라인 백업 데이터로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폰 내의 저장

장소로 저장하여 개인만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심플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UI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언텍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접속하고 이를 원격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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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lication Display Design 

그림 1. 앱의 화면 디자인 

 

2.2 새로운 앱 Application의 UI 디자인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실시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새로

운 디자인이 요구되어, 그림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사용자의 로그인 기능 및 다양

한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UI 를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Figure 2. Image of Application 
그림 2. Application의 이미지 

 

본 Application 의 경우 초기 시작 시 4 초간 학교 사사 이미지를 넣어 나타냈으며, 이

후 블루투스 검색을 통한 디바이스를 검색하여 선택하면 근처에 설정된 제품을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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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연결을 하게 된다. 이후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의 HRV 건강관리 서버 플랫폼 로그

인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어 사용자의 로그인 및 회원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

였다. 

만약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을 통하여 플랫폼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사용자

의 경우 로그인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현재 디바이스에 저장된 데

이터를 불러와 디스플레이에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로그인 한 후의 기본 앱 구조

는 홈, 측정, 통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디바이스에 저장된 내역을 한눈

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홈의 구조는 걸음 수, 칼로리, 하루 총 움직인 거리, 심박수, 혈압, HRV, 스트레스, 호

흡수, 혈관노화도 등을 나타내어 건강의 각종 지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 페

이지의 경우 심박수와 HRV 만을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통계 페이지의 경우 그날 하루의 데

이터와 한 주 동안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당일 운동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데이터 베이스의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아래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의 정보와 디바이스 장

비 정보, 측정 건강데이터의 영역으로 나누어 중복되는 데이터 및 연계되는 데이터는 같

은 데이터베이스 index 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패스워드, 사용자의 이름, 사용자 전화번호 등

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사용자의 정보 내용으로는 디바이스의 인덱스 정보, 성별, 몸

무게, 키, 생일과 체지방량 데이터를 넣어 구성하였다. 측정데이터의 경우 디바이스 인덱

스 정보와 걸음 수, 칼로리, 하루 총 움직인 거리, 심박수, 혈압, HRV, 스트레스, 호흡수, 

혈관노화도로 구성하였다. 

 

 

 
Figure 3. Structure of Database Table   
그림 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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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연구 Application 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차후 인공지능과 연계된 건강 지표

를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하였다. 건강지표 분석용 알고리즘의 경우 아래의 

그림 4.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걸음 수, 칼로리, HRV, 스트레스지수 데이터로 건강 운동 

점수 지표를 계산하도록 알고리즘 화 하였다. 

 

 

 

 

 

Figure 4. Health Analysis Indicator Algorithm  

그림 4. 건강 분석 지표 알고리즘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7000 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0 분을 빠르게 걷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침서에 따

라 스텝수가 6000 보는 60 점, 8000 보는 80 점, 10000 보는 100 점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도

록 하였다. 또한 칼로리와 HRV, 스트레스 지수를 각각의 점수를 할당하여 전체 점수를 최

고 총합계 데이터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어 점수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본 건강지표 분석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및 의사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심리정서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한다면, 능동적인 개인

의 건강관리는 물론 심리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론 
 

환자 생성 생체 데이터의 경우, 앞으로 건강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정확

한 정보자료 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에 따른 다양한 규제 문제로 인하여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는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체 로우 데이터 수집의 경우 개인의 정보보호 사용 승인

과 비식별화를 통하여 기업과 병원에서 언제든지 액세스 하여 관리해 주거나,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미래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형 서비스 연구

를 위하여 다양한 생체신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App 플랫폼 개발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과 연계한 생체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지표 분석용 알고리즘을 함께 디자인하였다.  

앞으로 본 APP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에서 측정/분석된 건강지표를 모바일 기반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누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건강관리 서비스나 기타 시스템에 활용하

여 고령화, 만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할 날을 기대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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