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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홈 헬스케어에서 건강측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인 건강 기기(personal 

health device)인 혈당계, 혈압계, 심박측정계(heart rate monitor), 산소포화도 측정계(pulse-oximeter), 

심전도 측정계(ECG monitor)의 5가지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구성하고 표준 핵심 기술 요소인 
ISO/IEEE 11073, HL7을 준용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기존의 홈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말기 형태의 게이트웨이나 홈 서버 하드웨어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집 
안의 고정된 게이트웨이로 인해서 생기는 위치종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MG(personal mobile 

gateway) 기반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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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암, 당뇨, 고혈암 등의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
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
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
제 어디서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하여 건강한 삶
을 유지 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U-헬스
케어(U-Healthcare)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다양한 생체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체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적절하게 전송
하는 다양한 개인 건강 기기를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 건강 기기는 각기 다른 제조사
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고, 이들은 각자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와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들 

프로토콜은 제조사의 소유로 자유롭게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개인 건강 기기간의 호환
성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개인 건강 기기간의 상호운
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O/IEEE11073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U-헬스 기기의 표준화를 적용하
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개인 건강 기기의 통합 
연결을 지원하며 ISO/IEEE 11073과 의료 정보 
표준인 HL7의 연동하는 U-헬스케어 게이트웨이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그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
는 스마트폰 환경에 U-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구
성하여 PMG(Personal Mobile Gateway) 기반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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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용 홈 헬스케어 시스템 구성 

Ⅱ. ISO/IEEE 11073

ISO/IEEE 11073 표준은 개인 건강 측정기기와 
외부 시스템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으로 특
히 Point-of-care(POC)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의 통신(Medical Device 

Communication)을 위한 표준이다.

표준의 주 목적은 사용자와 연결된 건강 측정
기기들에 대한 실시간의 Plug-and-Play 연동성을 
제공하고, 모든 헬스케어 환경에서 얻어지는 생체  
호와 의료 기기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이 가능하
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를  해 환자의 생체 신호 
정보와 장치의 운용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자세
하게 제공해준다.

그림 1은 일반적인 개인용 U-헬스케어 시스템
을 나타내고 있다. 혈압계, 체중계, 보수계와 같은 
개인 건강 측정기기의 에이전트는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시, 핸드폰, 의료설비, 컴퓨터와 같은 
매니저(U-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서버)에게 정보를 
전송한다. 

매니저는 정밀 분석을 위해 원격 지원 서비스
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다. 정보란 질병관리, 

의료 및 건강 정보, 신체 정보 등을 말한다. 일반
적으로 개인 건강 측정기기 에이전트와 매니저 
간 통신 경로는 논리적 점대점(Point-to-Point) 연
결로 가정하고 개인 건강 측정기기 에이전트는 
하나의 매니저와 통신한다.

Ⅲ. PMG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표준 핵심 기술 요소인 
ISO/IEEE 11073, HL7을 준용하는 게이트웨이 플
랫폼을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기존의 홈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말기 형태의 게이트웨이나 
홈 서버 하드웨어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집 안의 고정된 게이트웨이로 인해서 생기는 위
치종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MG(personal 

mobile gateway) 기반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
스템을 제안 한다. 

그림 2. PMG 기반 홈 헬스케어 시스템 구성도

기존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은 휴대폰
과 연결되는 의료기기에 종속적이며 기타 의료기
기나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연동이 매우 제약적이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SO/IEEE11073 국제 표준
을 준용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스마트폰에 적
용하여 표준을 준용하는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한하여 제약 없는 연결성을 지원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구성할수 있으며 의료기기
의 연동성 뿐만 아니라 HL7기반의 의료정보시스
템과의 의료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기타 의료 관
련 헬스케어 서비스(응급의료시스템, 병원이력관
리 등)과 융합 할 수 있다.

그림 3. Mobile Gateway 기능 모듈 구성도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이트웨이의 기능 모듈 구성도로
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SO/IEEE11073 표준 의료기기와의 물리 네
트워크는 Bluetooth HDP를 기반으로 한
다.(Bluetooth HDP, Health Device Profile, 

Version 1.0. Bluetooth SIG. 26 June 2008)

� 초기 스마트폰 OS는 Android OS 

2.2(Froyo)를 선정하며 기타 Android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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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IOS OS의 버전별로 확장한다.

� 표준 의료기기와 데이터 교환은 
IEEE11073-20601 Application 

profile-Optimized exchange protocol을 준
수하며 HL7 Message Converter를 통해 응
용 가능한 정보 형태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진단지원시스템
과의 의료정보 교환은 HL7 3.0표준의 메시
지 교환방식을 준수하며 CDMA통신을 활
용한다.

� 스마트폰의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은 표준
을 준용한 모든 의료기기와 연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에서 구성하는 5가지
의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응급의
료서비스, 원격진료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게이트웨이는 헬스 케어 디바이스로부
터 Bluetooth를 통해서 생체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할 때, 서버로 CDMA를 이용
해서 전송할 수 있다. 두 게이트웨이 모두 서버로 
전송할 때에는 해당 생체정보를 HL7 V3 메시지
의 형태로 변환해서 전송한다. 

서버는 HL7 표준 메시지를 다수의 게이트웨이
로부터 CDMA 통신과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전송 
받는다. 전송 받은 메시지는 HL7 표준 스키마
(XML 스키마)를 통해서 유효성검사를 하게 되고, 

표준 스키마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것
이 확인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각 항목과 생체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IT 기술의 집약체인 스마
트폰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인 ISO/IEEE11073, 

HL7을 준용하여 다양한 PHD(Personal Health 

Device)들과의 연결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게이트
웨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스
템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개인건강기기
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기반
으로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다양한 U-헬스 응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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