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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상생활 중에 사용자에 의해
서 측정된 생체신호가 특정 건강관리 디바이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건강관리센터의 서버에 전송된다면 환자의 건강증
대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휴대 가능한 포터블 헬스케어 게
이트웨이(Portable Healthcare Gateway)를 개발한다. 본 게이트웨이는 USB형으로 설계되고 표준화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위치 및 PHD(Personal Health Device)에 제약을 받지 않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개발된 포터
블 헬스케어 게이트웨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제어 : 포터블 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헬스케어 서비스, 고혈압 관리 서비스, 개인 건강 디바이스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chronic disease patients, the importance of everyday health care has 
grown more significant. The study researchers expected it would help for patients’ health improvement and 
healthcare service expansion if users check their vital signs in their daily lives and send the results to a 
medical center’s servers through a specific device automatically. This thesis, in line with this idea, seeks to 
develop a portable healthcare gateway. The gateway is designed in a USB type and can transmit standardized 
data, operating regardless of a user’s location and Personal Healthcare Devices (PHDs). The developed portable 
healthcare gateway provides effective services in ubiquitous environments to customers, which will improve the 
health of chron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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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생활

양식과 식생활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비만, 

심 계 질환, 당뇨병[1], 고 압 등과 같은 생활습 병

의 유병률이 격히 증가되고 있다[2, 3]. 통계청의 보고

에 의하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질환이 1 이며,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등의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

이 2 를 차지하고 있다. 고 압은 이런 심·뇌  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되지만, 압이 상승되어 정상보

다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고 압이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상 압을 140/90 mmHg 미만으

로 정의하고 있으나 2003년에 발표된 JNC(The Joint 

National Committee) 7차 보고서 [4]에 의하면 정상 압

을 120/80 mmH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고 압 

분류에서 수축기 압이 120-139 mmHg, 혹은 이완기 

압이 80-89 mmHg인 것을 고 압 단계로 정의하

고, 정상 압에 비해서 고 압과 상동맥 질환을 포함

한 심  질환으로 진행될 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극  생활 습  개선[5]으로 고 압으로 이행되는 것을 

방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 압에 한 연구와 치료

는 많은 진보를 보여 왔다. 하지만 고 압은 직 인 원

인치료가 어려우며 부분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인 치료와 리가 필요하며, 신체  증상이 없는 경우

에도 극 인 건강 리행 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 

지속 인 건강 리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6, 7, 8]

가 건강 리회사를 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비트

컴퓨터[9]의 유헬스 서비스[10]에서는 고 압환자들이 

불편한 기기연결과 압수치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이기 해서 표  데이터 송을 지원하는 보 형 게이

트웨이를 자체 개발하여 건강 리 솔루션에 도입하여 사

용하고 있다. 보 형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PHD(Personal Health Device)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서버로 송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가 시킨다. 그 지만 보 형 게이트웨이는 고정된 장

소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고정형 게이트웨이기 때문에 외

부 활동이 많은 인이 항상 사용하기에는 부 합하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생체신호를 자동으로 송해주

는 휴 형 게이트웨이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PHD가 

휴 가 가능하도록 소형화 되고 공공장소에서의 설치형 

PHD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가 휴 하여 생체신호를 송

하는 게이트웨이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PHD를 통해 측정한 생체신

호를 노트북, PC와 연결하여 건강 데이터베이스로 송

하는 휴 형 헬스 어 게이트웨이를 개발한다. 본 게이

트웨이는 HDP(Health Device Profile)를 지원하고 블루

투스 송 표 을 수하여  PHD의 벤더와 상 없이 연

동 가능하다. 한 HL7 데이터 타입으로 서버에 자동으

로 데이터를 송한다. 

2. 관련 연구

낮은 력과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서 블루투스는 의료 분야의 응용 장치에 합한 

기술이다. 종래에 병원이나 가정, 요양원 등에서 블루투

스의 기본 송 로 일인 SPP(Serial Port Profile) 

로 일에 따라 각 업체 별로 독자 인 유비쿼터스 헬스

어 서비스가 개발되었고 개인용 검출 장치들과 서버들

이 보 되었다. 이러한 독자 인 어 리 이션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구동되었으므로 서로 호환되지 않

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IEEE 11073 표

이 ISO에서 발표되었다. IEEE 11073은 에이 트와 매

니 라는 개념을 도입하 다. 에이 트는 개인 건강 리 

장치이고 매니 는 좀 더 큰 연산 자원을 가지고 에이

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수 

있다. 각각의 에이 트는 하나의 매니 와 통신할 수 있

고, 한 매니 는 다수의 에이 트와 통신할 수 있다. 

IEEE 11073 표 을 따라 제정된 블루투스(Bluetooth) 

로 일이 HDP(Health Device Profile)이다. HDP 로

일을 지원하는 PHD의 에이 트는 HDP 로 일을 지

원하는 매니 에만 연결될 수 있고 통신 방식이 블루투

스라도 기존의 SPP 로 일에 기반 하거나 는 그 밖

의 통신 표  를 들어 TCP/IP로 연결되는 서버에는 연

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거시 개인 건강 측정 장치

는 HDP 로 일의 매니 에는 연결될 수도 없고 블루

투스로 일단 페어링은 되더라도 상호 연동할 수 없다. 나

아가, PHD가 한 번에 하나의 매니 에 페어링이 가능하

므로, 만약 매니 가 변경되면 불편을 래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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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PHD 측에 해서는 HDP 기반의 PHD나 

SPP 기반의 PHD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한 헬스 어 

어 리 이션 측에 해서는 블루투스나 그 밖의 통신 

방식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고정형 헬스 게이트웨이 구성

HDP 매니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종류  규격의 

PHD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 다양한 기 용 는 

개인용 어 리 이션들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으로 인하여 HDP 매니  게

이트웨이를 사양 성능의 하드웨어에서 구 하기는 

쉽지 않고, 가의 보 형 는 포터블 헬스 게이트웨이

를 출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Fig. 1]은 비트컴

퓨터에서 개발한 고정형 헬스 게이트웨이 구성도이다.

 

[Fig. 1] Diagram for Home Fixed Gateway 
Composition

내장 매니 는 IEEE 11073에 규정된 HDP 로 일 

는 SPP 로 일에 따라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각각 

HDP 지원 개인용 건강 리 장치 는 SPP 지원 개인용 

건강 리 장치와 연결 내지 속될 수 있다. 건강 의료 

리를 한 용 로 일인 HDP를 이용하는 HDP 개

인용 건강 리 장치에 비해, 기본 송 로 일인 SPP 

로 일을 이용하는 SPP 개인용 건강 리 장치는 거

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내장 매니 는 HDP 매니 와 

SPP 매니 를 포함한다. HDP 매니 는 HDP 지원 개인

용 건강 리 장치로부터 건강측정 데이터를 받아 그 로 

게이트웨이 제어부와 내장 에이 트를 통해 서비스 장치

나 서비스 이어로 달하거나 그 반 로 내장 에이

트를 통해 서비스 장치나 서비스 이어로 부터 필요한 

메시지를 받아 HDP 지원 개인용 건강 리 장치에 달

한다. 이와 유사하게, 내장 매니 의 SPP 매니 는 SPP 

지원 개인용 건강 리 장치로부터 데이터와 메시지를 받

아 그 로 게이트웨이 제어부와 내장 에이 트를 통해 

서비스 장치나 서비스 이어로 달하거나 그 반 로 

내장 에이 트를 통해 서비스 장치나 서비스 이어로 

부터 필요한 메시지를 받아 SPP 지원 개인용 건강 리 

장치에 달한다.

게이트웨이 제어부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하는

데, 주로 HDP/SPP 게이트웨이 동작을 한 게이트웨이 

모드에서는 내장 매니 에서 HDP 지원 개인용 건강 리 

장치로부터 수신한 블루투스 패킷을 패킷 서에서 싱

(parsing)하고, 싱된 APDU에 따라 패킷 생성부에서 

APDU에 응하는 응답 메시지  패킷을 생성하거나, 

설정 정보를 설정 DB에 장하거나, APDU를 내장 에이

트로 달할 수 있으며, 내장 에이 트로부터 달되

는 APDU를 패킷 생성부에서 블루투스 패킷으로 변환한 

것을 내장 매니 로 달한다. 다음으로, 주로 계 동작

을 한 계 모드에서 게이트웨이 제어부는 내장 매니

에서 SPP 지원 개인용 건강 리 장치로부터 수신한 

블루투스 패킷을, 게이트웨이 모드와 달리 패킷 서 

는 패킷 생성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장 에이 트로 

달하며, 한 내장 에이 트로부터 달되는 블루투스 

패킷을 그 로 내장 매니 로 달한다. 패킷 서는 내

장 매니 가 수신한 블루투스 패킷으로부터 헤더와 풋터 

등을 제거하고 메시지만 추출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 제

어부는 HDP 로토콜에 따라, 추출된 메시지, APDU가 

무엇에 한 것인지 단할 수 있다. 만약 패킷 서에서 

추출된 APDU가 HDP 장치와 속에 한 것이라면, 게

이트웨이 제어부는 응답을 한 APDU를 패킷 생성부로 

달할 수 있다. 를 들어 패킷 생성부는, 패킷 서에서 

추출된 APDU가 블루투스 속 요청(AARQ, 

Association Request)일 경우에는, 속 응답(AARE, 

Association Response)을 생성하여 내장 매니 로 달

한다. 한 패킷 생성부는 패킷 서가 추출한 APD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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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요청(RLRQ, Release Request)일 경우에는, 해제 응

답(RLRE, Release Response)를 생성하여 내장 매니 로 

달한다. 이어서, 패킷 생성부는 응답을 한 APDU를 

블루투스 패킷으로 변환하여 내장 매니 로 달할 수 

있다. 만약 패킷 서에서 추출된 APDU가 HDP 장치의 

설정에 한 것이라면, 게이트웨이 제어부는 추출된 

APDU에 포함되는 설정 정보를 설정DB에 장할 수 있

고, 설정 정보의 장 결과를 한 APDU를 패킷 생성부

로 달할 수 있다. 를 들어, 패킷 서에서 추출된 

APDU가 설정 값을 가진 리젠테이션 이어 데이터

(PRST with configuration)일 경우에는 설정DB가 설정 

정보를 장하고, 패킷 생성부는 그 설정 결과를 포함하

는 블루투스 패킷(PRST with configuration result)을 생

성하여 내장 매니 로 달할 수 있다. 한, 패킷 서에

서 추출된 APDU가 리젠테이션 이어 데이터(PRST 

with data)인 경우에는 내장 에이 트를 통해 상 의 서

비스 이어 는 다른 서비스 장치로 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 의 서비스 이어 는 다른 서비스 장치

들로부터 내장 에이 트를 통해 달되는APDU는 패킷 

생성부가 블루투스 패킷(PRST with data result)으로 변

환하여 내장 매니 로 달할 수 있다.

내장 에이 트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HDP 로 일 

는 SPP 로 일을 지원하거나 는 IP 기반으로 연결

되는 서비스 장치들 는 서비스 이어와 게이트웨이 

제어부를 연결시킬 수 있다. 내장 에이 트는 HDP 로

일 서비스 장치 는 서비스 이어를 한 HDP 에이

트를 포함할 수 있고, SPP 로 일 서비스 장치 는 

서비스 이어를 한 SPP 에이 트를 포함할 수 있다. 

한 TCP/IP로 연결되는 서비스 장치 는 서비스 이

어를 한 TCP/IP 모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밖에 다

른 통신 로토콜을 이용하는 장치들이나 서비스 이어

를 한 에이 트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내장 에이 트

는 게이트웨이 제어부로부터 달된 APDU 는 블루투

스 패킷을 각각의 로토콜을 통해 서비스 장치들 는 

서비스 이어에 달하거나, 는 서비스 장치들 는 

서비스 이어로부터 각각의 로토콜을 통해 달되는 

APDU 는 블루투스 패킷을 게이트웨이 제어부로 달

한다.

블루투스 모듈, 유/무선 랜 모듈 등은 각각 개인용 건

강 리 장치들 는 서비스 장치와 속하기 한 통신 

모듈들이다. 고정형 헬스 게이트웨이는 스마트폰 등의 

서비스 장치 내에 미들웨어의 형태로 소 트웨어 으로 

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어는 서비스 장치

에서 고정형 헬스 게이트웨이의 상 에 구 될 수 있고, 

통신 모듈들은 서비스 장치에 설치된 통신 모듈일 수 있

다. 이러한 구조와 동작에 의해, 종래에는 HDP 지원 장

치가 SPP 서비스 장치에는 속할 수 없고 SPP 지원 장

치는 HDP 서비스 장치에 속할 수 없으며 한 PC나 

스마트폰에서 HDP 로 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이 

없는 경우에 HDP 지원 장치가 속할 수 없었지만, 본 

발명의 고정형 헬스 게이트웨이 장치  방법을 이용하

면 HDP 지원 장치  SPP 지원 장치는 HDP  SPP 

로 일 뿐 아니라 TCP/IP 로토콜을 통해서도 서비스 

장치 는 서비스 이어에 로토콜이나 로 일에 제

한되지 않고 투명하게(transparent) 는 매끈하게

(seamless) 연결될 수 있다. 

4. 포터블 헬스케어 게이트웨이 개발

본 논문에서는 고정형 헬스 어 게이트웨이 랫폼을 

기반으로 호스트 장치에 마운트하여 는 독립 으로 동

작할 수 있는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 장치를 개발

한다. [Fig. 2]는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 구성도를 

보여 다. 

[Fig. 2] Diagram of the Portable Healthcare 
Gateway

본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는 HDP 블루투스 

로 일을 지원하는 어도하나의 개인용 PHD와의 사이

에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한다. 한 HDP 

게이트웨이 제어부에서는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PHD에 동작을 제어하기 한 메지시를 송신한다.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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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통해서는 외부의 USB 호스트 장치에 연결

되어 생체신호 데이터를 송한다. HDP 게이트웨이 제

어부는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어도 하나의 PHD에 

해, HDP 로 일에 따라 블루투스 패킷들을 수신하고 

송신하는 HDP 매니 , HDP 매니 가 수신한 블루투스 

패킷을 싱하여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

를 추출하는 패킷 서, 싱된 APDU 에서 세션의 생

성과 해제 등에 한 요청에 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생

성하는 요청 처리부, 싱된 APDU 에서  PHD에서 일

어난 이벤트 보고 내지 지시 처리 결과에 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는 리젠테이션 처리부, 세션의 생성, 

해제, 이벤트 발생, 지시 처리 등에 따라 변경된 PHD의 

설정 상태를 장하는 설정 DB를 포함한다. 한 IEEE 

11073 계열에서 데이터 형식과 속성이 정의된 PHD로부

터 달되는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건강 상

태에 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사용자 헬스 어 애

리 이션이 동작하는 어 리 이션 이어를 포함한다.

블루투스 모듈은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로 USB 컨트롤

러와 연결되고,  HDP 게이트웨이 제어부는 블루투스 모

듈의 직렬 인터페이스  USB 컨트롤러를 통해 USB 호

스트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 장치는 배터리  USB 컨트롤러를 통해 

공 되는 여분의 력으로  배터리를 충 하고,  USB 컨

트롤러를 통한 력 공 이 단되더라도, 배터리로부터 

무정 으로(uninterrupted) 력을 블루투스 모듈과  

HDP 게이트웨이제어부에 제공하는 력 리부가 있다.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 장치는, 사용자에게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 장치의 동작 상태, PHD 상태, 블루

투스 통신 상태, 배터리 충 량 정보  어도 하나를 표

시하는 디스 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Fig. 3]은 실제 

개발된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 모습을 보여 다.

[Fig. 3] Real Object of Portable Healthcare 
         Gateway

5. 결론

본 논문의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 장치는 블루

투스 모듈, HDP(Health Device Profile) 블루투스 로

일을 지원하는 어도 하나의 개인용 건강 리 장치

(PHD)와의 사이에서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수

신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며, PHD에 동작을 제어

하기 한 지시를 송신하는 HDP 게이트웨이 제어부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의 USB 호스트 장치에 연

결되면 USB 호스트 장치에 해 USB 슬 이 로 동작

하는 USB 컨트롤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USB 컨트

롤러는 USB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는 USB 호스트 장치

에 해 상기 블루투스 모듈이 블루투스 장치로서 인식

되지 않도록 논리 으로 연결되고, 한 USB 인터페이

스를 통해 USB 호스트 장치로부터 력을 공 받아 블

루투스 모듈  HDP 게이트웨이 제어부에 제공하도록 

연결된다. 본 논문의 포터블 헬스 어 게이트웨이는 다

음과 같은 장 이 있다. 첫째, 다수의 HDP 지원 PHD들

을 사용 인 사용자가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시 으로 

PHD들로부터 건강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처리

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USB 포트를 갖추어 PC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 PC에 연결될 경우에는 

호스트 PC로 부터 충   시계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

다. 셋째, 호스트 PC의 USB 포트에서 제거되더라도 호

스트 PC의 USB 속과 상 없이 동작하며 한 자체

으로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동작 단이나 데이터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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