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소고에서는 신성장 동력원으로 차세대 선도적 기술인Life 

Appliance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적용기술, 적용분야 및 

주요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

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석 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건

강에 관한 관심이 치료중심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예방적 건강

관리인 능동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저 출산, 인

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절감방안

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2].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사항과 IT,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 기술들이 점점 일반 생활 속으로 융합이 되어 제품화, 상

품화가 되고 있다.

 여기서 Life Appliance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 생활 속

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 또는 기구를 지칭하고, 

이는 매일의 삶을 영유하는데 접하게 되는 모든 기기를 의미한

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 의자, 침대, 소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Life Appliance 기반의 기기들과 헬스케

어 요소를 융합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Life Appliance 기반의 기기들과 융합할 수 있는 헬스

케어 요소 중 대표적인 생체신호 요소로는 심전도(ECG), 맥파

(PPG), 뇌파(EEG), 근전도(EMG) 등이 있고, IT 기술의 발전으

로 시ㆍ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의 생체신호를 보다 간단하고 편리

하게 측정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만 필요 시

에 측정 가능한 생체신호들이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도 활

용됨에 따라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실화 되었다[3]. 

이와 같이 측정되는 생체신호들은 기기의 활용 범위에 따라 

블루투스, Zigbee, USB. NFC 등 다양한 방식의 유무선 통신인

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며 해당하는 표준 규정에 따라 생체신호

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들을 포함하는 헬스케어에 대한 세계시장

은 2012년 6.8조달러 규모에서 2017년에는 총 9조달러까지 성

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중 선진국에서의 시장이 전체 

헬스케어 시장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기준). 그러

나 연평균 성장률은 신흥국이 10.8%(2007~2012년)로 선진국

보다 2배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2017년에는 선진

국에 2.6배 정도로 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Life Appliance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 

및 유무선 통신방식에 대한 현황과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의 문제

점을 파악하여 본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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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1]

그림 2. 헬스케어 시장규모 및 성장률

(출처:존슨앤드존스, 에피스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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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서두에 이야기 한 Life Appliance 기반의 헬스케어 요소를 융

합하는 기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언제, 어디서나(Mobile, 

Wearable) 지속적으로(24/7 data collection) 인간의 삶 속에서 

불편함 없이(Non-Intrusive)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며, 

서비스(Man-Machine Interaction)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은 필요 시 단편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하였다면 최근에는 

생활 전 주기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생활 전 주기 생체신호 측정이라 함은 예를 들어 출, 

퇴근 길에 자동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의자에서, 걸

어 다니는 동안 신발에서, 자는 동안 침대에서 등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Life Appliance기기에 사용자가 전혀 불편

함이 없이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생활 전주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Life Ap-

pliance 기기에 헬스케어 요소가 적용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

기로 한다. 

1. 자동차

자동차시장은 단순히 기계 중심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전기전

자, 통신, 제어계측, 생체신호활용 등의 최신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스마트차량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후방 감지 센서를 이

용한 충돌방지, 실시간 도로정보를 바탕으로 편안하게 목적지

까지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선이탈

의 위험도를 알려 교통사고 방지 기능 등이 있다. 

이런 기술과 더불어 생체신호 계측장비의 발전과 실시간 분

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다. Toyota에

서는 심박 측정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을 개발하여 운전자의 심

장마비 또는 블랙아웃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BMW에서는 

운전자의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Bluetooth를 탑재한 혈당 측

정기를 차량에 장착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졸음운전 방지

를 위하여 Toyota, Nissan, Denso, Benz등 글로벌 자동차 기

업들이 차량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 중이다.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손과 손가락 동작을 인식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 모션 & 제스처 인식 스위치, 생체신호를 활용해 

운전자 인증 기능 및 건강상태체크로 운전자와의 교감을 확대

한 U-헬스케어 기술을 출시되고 있다.

2. 의자 및 침대

인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앉거나 

누워서 보내게 된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게 되는 학생 또는 

직장인들에게는 의자와 하루의 일상생활을 마무리할 때 사용되

는 침대는 중요한 요소로 각인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공학

적 디자인 및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자 및 침대가 출

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자에서도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연구

를 도전하고 있다. 의자에 다양한 생체신호 센서(심전도, 맥파, 

압력)들을 장착하여 사용자의 피로도, 자세, 헬스케어 요소를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공학과 박광석 교수[4]팀과 ㈜라이프사이언스테

크놀로지는 무구속/무자각으로 옷을 입은 상황에서도 생체신호

(심전도, 맥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는 압력센서를 이용

하여 사용자의 posture를 피드백 하는 기능까지 구현하여 상용

화 준비를 마쳤다. 

그림 3. 헬스케어시장 전망

(출처:Business Insider Intelligence)

그림 4. 일상 생활 중 Life Appliance를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기술

그림 5. 생체신호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기술

(출처:Toyota, Lexus, BMW, Denso, Benz, Ni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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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체신호 기술과 IT기술이 융합

하여 사용자의 수면 질 분석 및 수면장애 등 Sleeping disorder 

관련 연구를 다양한 산학연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

다. 침대 내부에 직물전극(Fabric Electrode)을 이용하여 옷을 

입은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모바

일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센서(가속도, 자이로, 마이크 등)를 

활용하여 수면의 질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의 수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3. 신발

오래전 신발의 용도는 발을 보호하며, 보행에 필요한 요소로 

인식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발 건강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달

리기할 때, 등산할 때, 평소에 사용하는 신발과 같이 사용하는 

주요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해 졌다. 신발에 IT 기술이 융

합 되어 개인의 활동량, 보행수를 실시간으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다. 

Nike와 Apple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Nike+[5]는 신발 내부에 

기기를 장착하여 보행정보(보행수, 이동거리, 운동량, 운동시

간 등)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Adidas 

miCoach의 경우에는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운동훈련에 사용

한다[6]. FootLogger는 신발 인솔부분에 가속도 센서, 무선충

전, 무선통신이 가능한 모듈을 삽입하여 칼로리소모량, 운동시

간 등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7].

4.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는 그 형태에 따라 휴대형 디바이스, 부착형 기기, 이식/복용형 

기기들로 나눌 수가 있다[8][9].

휴대형 디바이스의 경우 손목시계 형태가 가장 많으며 대표

적인 제품으로는 삼성 갤럭시 기어(PPG를 이용한 맥파 측정), 

Jawbone(운동량, 수면상태, 심박수), Apple의 iWatch (활동

량, 심박수, 이동거리 등) 등이 있다. 구글은 구글글라스를 개발

하여 원격의료지원, 음성인식 네비게이션 등으로 이용 중이다.

부착형의 경우 구글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하여 혈당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컨택트 렌즈를 개발하였고, Triggerfish는 24

시간 안압측정을 하여 녹내장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컨택트 렌

즈를 개발하였다.

그림 6. 생체신호 측정 가능한 의자[4

그림 7. 침대에서의 생체신호 기술 동향

(출처: ZEO, iWatch)

그림 8. 신발에 적용된 헬스케어 기기[5][6][7]

그림 9.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10]

그림 10. 구글글래스의 활용[5]

(출처:encount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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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복용형 기기의 경우 알약형태로 되어 있어 소화기관을 

이동하면서 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거나, 타깃기관에 약물전달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개발 진행 중에 있다.

5.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유헬스 서비스의 급부상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

심이 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 가정용 개인

건강기기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개인건강기기들

부터의 연결은 신체정보를 측정하는 유헬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개인건강기기들에 사용되는 유무선통신 인터페이스

는 블루투스, zigbee, USB, NFC등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 중 블루투스 통신 방법은 사용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연결 가능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이다. 저비용, 저전력, 소형

사이즈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한 번의 페어링으로 지속적인 연

결이 가능하고 각종 모바일, PC, 노트북 등에 보편화되어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블루투스의 장점을 이용하여 개인건강기기

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에게 있어 이상적인 통신으로 주목 받고 있다. 

블루투스 기술 다국적 연합단체인 ‘블루투스SIG(Special 

Interest Group)’는 의료기기 실무그룹인 ‘Medical Devices 

WG(Medical Device Working Group)’을 결성하여 블루투스 

버전 2.1과 함께 HDP 프로파일을 발표하였다. 건강/헬스관리, 

만성질환관리, 피트니스/운동관리, 바이오센서계측 등의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새롭게 발표한 블루투스 버전4.0부터는 블루투스LE를 선보

였다. 웨어러블기기의 유행에 맞춰 초소형기기에 장착 가능

한 저전력 블루투스로 이전 상용화된 블루투스와 비슷한 거리

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전력소모가 적어 작은 배터리로도 몇 년

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개인건강기기 표준인ISO/

IEEE 11073과 블루투스에서 지원하는 건강 프로파일인 HDP 

프로파일, 새롭게 선보이는 블루투스LE 등을 알아보고 현재 출

시 동향을 간략히 알아본다.

5.1 ISO/IEEE 11073 PHD 표준

 IEEE 11073 PHD 표준은 개인건강측정기기의 상호 연결, 상

호 운용을 목적으로 헬스 데이터의 포맷을 규정한 표준이며 개

인용 의료기기와 매니저간의 보건의료정보를 교환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PHD 표준용어로 의료기기를 에이젼트라고 지칭

하고 PC,  스마트폰 등과 같이 데이터를 받는 기기를 매니져로 

나타낸다. 에이젼트는 질병관리(혈압계, 체온계 등), 건강 및 피

트니스(심박계, 체중계 등), 노후생활(의료관리, 질병관리 등)등

의 영역에 쓰여지고 있다. <그림 10>은 IEEE 11073 PHD 프로

토콜 스택을 보여주고 있으며 크게 전송계층(Transport layer), 

IEEE 11073-20601 최적화 교환 프로토콜(IEEE 11073-20601 

Optimized Exchange Protocol), Device Specializations으

로 나눠져 있다. 전송계층의 경우 물리적인 전송방법에 제약을 

두지 않고 블루투스, USB, ZigBee 등을 모두 사용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IEEE 11073-20601 Optimized Exchange 

Protocol은 전송계층과 기기들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가능하도

록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고 건강 기기 별 특정 세부사항을 

표준화시킨 IEEE 11073-104xx Device Specializations은 다양

한 개인건강기기를 상호운용 할 수 있도록 정의 하고 있다[11].

그림 11. 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9]

(출처:Dott. Gaetano GIGANTE)

그림 12. 이식/복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처:Proteus Pill)

그림 13. ISO/IEEE 11073 PHD 표준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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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블루투스 Health Device Profile

블루투스 Health Device Profile(HDP)는 블루투스 SIG 

에 소속된 Medical Devices WG(Medical Devices Working 

Group)이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통해 개인건강측정기기 (에이

젼트)와 매니져간의 상호운용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해 블루투스 버전2.1에 소개된 프로파일이다. HDP는 혈

압계, 혈당계 등과 같은 측정기기를 Source로 지정하고 스마트

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기

기를 Sink로 지정한다[12].

블루투스HDP는 기존의 제조사별 독자적인 프로토콜과 포맷

을 사용하여 타 제조사의 의료기기와 상호운용성이 결여되었

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HDP를 사용하게 되면 

IEEE 11073 표준 규격에서 정의하는 IEEE 11073-104xx의 모

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HDP 을 포함한 다른 

제조사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메디컬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블루투스HDP를 적용하여 IEEE 11073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국외 업체는 AND, 오므론, FORA등 혈압

계, 체지방 측정기, 심박계 등의 건강기기들을 출시한 바 있다

[13]. 국내 시장의 경우 IEEE 11073표준의 시장성과 확장성을 

의식하고 있지만 자체 프로토콜을 사용해 제조해오던 제조업체

의  시스템을 바꾸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반

면에 블루투스를 통하여 건강 정보를 전송 받는 매니저의 개발

은 발전하고 있다. 현재 비트컴퓨터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

집하는 ‘포터블 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장치’를 개발하였고, 삼성

전자에서는‘S헬스’, 오픈잇에서는 ‘헬스업’이라는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다. 이는 안드로이드 4.0 (ICS)이상부

터 Bluetooth HDP를 지원함에 따라 개발환경이 오픈 되어 있

는 안드로이드 장점을 접목하여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 다른 시장의 확장성을 예상하고 

산업계에서 활발한 제품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5.3 블루투스LE

블루투스 SIG는 블루투스 버전4.0을 발표하며 블루투스

LE(BLE, Bluetooth Low Energy)라는 저전력 표준 근거리무선

통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패킷 사이즈를 줄이고 저속의 데이

터 전송률을 통해 소비전력을 줄여 동전크기의 작은 배터리로도 

장시간 동작 가능한 의료, 건강, 가정용 산업을 주 타켓으로 삼

고 있다. 또한 가격을 낮추고 유연한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개발

자들에게 BLE의 사용반경을 넓히고 있다. 블루투스 SIG는 버전

4.0을 발표하며 블루투스 SMART와 SMART READY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SMART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심박계, 체온

계 등의 센서형 기기들로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말한다. SMART READY는 스마트폰, PC, 테블릿과 같이 데이

터를 받으며 전송 또한 가능한 듀얼모드 제품을 지칭한다. 

현재 SMART, SMART READY 가 탑재된 제품과 업체들

은 www.bluetooth.com 사이트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14].

BLE의 큰 장점인 저전력을 이용하여 BLE를 탑재한 기기들

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대부분이다. 국외시장에서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밴드’는 GPS, 심박계 등을 내장한 웨어러블 기기로 

그림 14. Bluetooth HDP 프로토콜 모델

그림 15. Classic / SMART READY / SMART 연결

그림 16. Classic 블루투스와 BL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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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 건강상태를 추적

할 수 있고, 자브라사의 ‘스포츠펄스 이어버드’는 이어폰기능에 

심박 센서를 추가하고 운동효과를 측정하여 자체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건강데이터기록이 가능하다. 또한 아조이모바일테크놀

로지에서는 ‘웰로’라는 스마트폰 케이스 형식의 헬스기기로 폰

을 쥐고 있으면 심박수, 혈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

기들이 선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삼성갤럭시기어를  

출시 하여 다양한 피트니스 관련 센서들을 통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건강기기로는  세븐일렉사의 체질량 측정이 가능한 체

중계를 선보여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이 가

능하다. 

6. 문제점 및 전망

다양한 헬스케어 시스템들이 연구 및 상용화가 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관리를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

으로 인하여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해

외 정부기관들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15][16].

그러나 현재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첫 번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어 대중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기들이 단순 헬스케어 정보(심박

수, 운동량, 운동시간 등)를 제공만 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흥

미를 쉽게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기술적 제약으로 인한 시장성의 확대의 어려움이 존

재한다. 짧은 배터리 수명으로 인하여 장시간 사용(최소 일주

일 이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작은 화면과 저화질 디스플레

이 문제가 있다. 

세 번째, 개발중인 헬스케어 기기들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방

식이 IEEE 표준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생체신호 데이터 전송에 

제약이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접근한다면 헬

스케어 시스템의 기술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①  Flexible 소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하드웨어 개발의 한

계점을 뛰어넘어 다양한 기기 개발

② IEEE 11073 표준 규격에 따른 데이터 통신

③ 낮은 헬스케어 기기 가격

④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단순히 수치로 제공만 하는 것이 아

니라, 기기와 사용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

양한 상황을 제시하는 형태

⑤ 사용자의 오감 및 감성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⑥  개인의 헬스케어 정보를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

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

⑦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원격생체신호 측정 및 진료

Ⅲ. 결 론 

본 소고에서는 현재까지의 Life Appliance 기반의 다양한 헬

스케어 기기들과 사용되고 있는 유무선 통신 방식에 대한 현재

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으며, 향후 해결방안 및 전망에 대해 전

반적으로 알아보았다. 기기 개발자의 입장에서 생체신호를 활

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 및 수요분석을 

정확하게 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산업융합을 바탕으

로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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