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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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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oT기반의 의료정보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 구현에 관련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
성환경은 IoT의 기본구성으로 센서노드, 게이트웨이, 서버노드의 구성이다. 센서노드로서의 의료단말이 게이트웨이에 
연결요청을 하면 서버에 미리 등록된 의료장치일 경우 서버는 등록을 허가한다. 착용형 의료장치는 주기적으로 센싱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는 이를 시각화하거나 미래사용을 위해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필요한 
전체 절차와 알고리즘을 기술하였고 소프트웨어 구조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IoT, E-Health, JSON, BLE, USN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study IoT based implementation of system and network for medical information 
processing. This paper’s configuration environment consists of sensor node, gateway and server node as a basic 
IoT architecture. Medical terminal as a sensor node asks connect request to his server, and the server accepts 
the request if the medical device is already registered. Wearable medical device sends its collected sensing data 
to server, and server processes the received data for data visualization or saves them for usage in the future. 
This paper describes overall processes and their algorithms and suggests their software processin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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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컴퓨터 기술이 진화하여 모든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Internet of Things) 기

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공업, 농업,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을 용하여 련 서비스 개발이 본격 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IoT 기술을 목한 의료  건강

리 분야는 인구의 고령화  개인의 건강 심 증 에 따

라 다양한 IoT기반 융합 서비스 에서도 가장 높은 

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며,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

는 망이 우세하다[1].

IoT 기술을 의료 환경에 용하는 데 있어서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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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개체와 사람에 한 추 , 사용자의 식별  인증, 

자동 인 데이터 수집, 그리고 센싱 등의 기능이다[2]. 추

은 개체와 사람에 한 추 으로 실시간 치탐지 등

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악한다든지 시술

에 필요한 물건의 치 악 등에 사용한다. 사용자의 식

별과 인증은 의료 상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사용

한다. 센싱은 의료 상자에게 부착된 센서장치에서 의료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다.

IoT기반의 의료환경 용 시나리오는 일반 으로 다

음과 같다. 센서를 착용한 의료 상자인 환자로부터 수

집한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유사한 구성의 수개의 

게이트웨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로 보내져 상 

환자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의료종사자는 

근권한을 가지고 환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열

람하여 진료  처방을 진행한다.

의료 상자로부터 의료데이터를 지속 으로 얻을 수 

있는 IoT기반의 의료시스템 구 을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의료정보처리를 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의 구

을 진행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련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 한 체 

시스템 구조와 각 개체의 역할에 해 설명하며 체 시

스템의 운 과 수행환경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용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할 

것이다.

2. 관련연구

2.1 관련 분야

IoT 랫폼에 기반한 연구개발은 센서기반 응용에서 

다양하게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IoT 랫폼 구

성의 기본 인 틀에서 가정, 의료, 공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된 랫폼은 IoT 구조

를 유지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결국 컴퓨  서비스와 

연 하여 구축된다.

2.2 연구배경

시스템은 IoT의 기본 인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노드, 사용자 노드인 서버 노드의 3가

지 노드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는 센싱 상으로 부터 센

싱 정보를 수집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게이트웨이 노드로 

송한다. 본 연구에서 의료 단말은 센서 노드에 해당한

다.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노드 간에는 정보를 송할 

뿐만 아니라 수집한 센싱 정보를 달하고 연결유지에 

필요한 리를 한다. 연결유지는 데이터의 송을 해당 

응용에 합하게 성공시키는 리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송받은 게이트웨이 노드는 수집된 데이터를 

임시 으로 보 한다[3]. 게이트웨이 노드들은 수집한 데

이터를 서버노드로 보내고 게이트웨이 노드는 센서 노드

와 비교  근거리에서 근거리 통신을 하며 원거리에 있

는 서버 노드로 정보를 송한다. 서버 노드에서는 사용

자의 요구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며 수집된 다량의 데이

터들은 서버 노드에서 서비스 심 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 논문의 실험을 바탕으로 

단말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설계와 알고리즘을 최 화

하 고, 서버 소 트웨어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수집 데

이터를 재처리하기 편리하도록 구  구조를 개선하 다

[4].

3. 시스템 구현

3.1 전체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 센서 

노드, 의료 게이트웨이 노드, 서버 노드의 3가지 네트워

크 개체로 구성된 의료용 IoT 시스템을 구축하 다[5,6].

ServerBLE 
Gateway

conf. value
transmit

sensor 
value

[Fig. 1] e-Health IoT System Architecture

의료 센서 노드는 소형 시스템 형태의 의료 센서가 

부착된 단말로 환자로 부터 의료 정보를 수집하여 송

계획에 따라 게이트웨이로 달한다. 센서 노드는 의료

데이터 수집과 네트워크 연결을 한 설정에 여하며 

게이트웨이의 경우 여러 센서 노드로부터 의료 데이터를 

달받아 서버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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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경우 의료 단말과 게이트웨이와 서버는 각각의 

네트워크 개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데이터 달에 여하

게 된다. 의료 센서 노드의 경우 BLE를 지원하는 네트워

크 장치 SoC와 연결하여 의료 센서를 탑재하고 GATT 

로토콜 규약에 의해 정보를 송한다. 본 연구에서는 

Nordic nRF51822를 활용하여 BLE 기능 지원을 용이하

게 하 다[7]. 게이트웨이 노드는 특정 역에 있는 단말

의 가입과 이탈에 여한다[8,9]. 단말이 서비스 역에서 

가입을 통해 등록이 되면 게이트웨이 노드는 이를 주기

 데이터 수집을 해 통신하며 리를 하게 된다. 의료 

단말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입 신청시 게이트웨이는 

이를 서버에 보고하며 서버는 사용 등록이 되어 있는 단

말인지 확인하여 이미 등록이 완료된 단말의 경우에 가

입을 승인하게 된다. 의료 단말이 서비스를 해서 서버

에 등록될 때 데이터 획득을 한 주기, 정보의 형태, 아

이디 등의 정보가 등록과 동시에 입력되며 게이트웨이는 

센서가 탑재된 단말로부터 센싱한 데이터를 얻어서 

JSON 형태로 서버에 데이터를 송하고 서버는 분석을 

해 데이터를 리한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서버에 

장된 데이터는 의료 정보 시각화 는 특정 목 의 분석

을 한 재처리를 비한다.

3.2 단말 장치 구성

센서 단말과 게이트웨이의 통신은 BLE 4.0(Bluetooth 

low Energy 4.0)을 기반으로 한다[10].

Start Device

Transmit Register 
Request

Register OK

Transmit ID, properties

Register Fail

Pairing

Measuring

Updating Sensor Conf. info.

Check 
Period and Category

Stop Device

OK

[Fig. 2] Device Flow

한 센서 단말의 실험은 우선 통신 차를 만족하는 

기존의 상업용 단말인 노닌의 펄스옥시미터, 하트 이트 

모니터 등으로 실험하 다.

재는 더 많은 착용형 의료 단말들이 출시되고 있고 

이는 부분 BLE를 사용하며 력 통신의 특성이 잘 

구 되어 있다. 단말과 게이트웨이 간의 통신 차를 

해서 IVT BlueSoleil 규칙을 따라 연결 설정을 한다[11]. 

IVT BlueSoleil은 센서가 탑재된 단말과 게이트웨이 간

의 블루투스 통신 연결을 한 과정를 정의하고 그에 따

른 연결 차, 정보 송 차 등의 기술 인 사항을 포

함한다[12]. 이 규칙에 따라 센서는 장치 내의 각 제공서

비스를 게이트웨이에 달하거나 요구받아 송 주기와 

가용 서비스를 보고 하게 된다. 게이트웨이는 센서 탑재 

장비의 로 일과 연동을 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블

루투스 송 규칙을 통해 달한다.

[Fig. 3] RedBear Lab kit

본 연구의 실험을 해서 드베어랩의 BLE 나노 키

트를 활용하 다. 기존 통신 차를 수용하면서 추가

인 장치 활용의 여지를 두기 해 센서 단말을 한 인터

페이스 개발 환경을 활용하 다.

의료 단말이 게이트웨이 역 안에 들어오면 가입 요

청을 한다. 장치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미리 서버의 

장치 리스트에 있을 경우에 등록 요청이 인가된다. 이러

한 등록 과정이 GATT가 정하는 차를 통해 연결 설정

을 수행한다. 장치와 서버의 연동에서 장치는 서버에서 

독립된 계정을 가지게 되고 계정은 송 주기, 서비스 ID, 

장치 ID 등의 통신과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한다.

3.3 직렬포트 통신 연결구현

그림 4는 단말 장치 연결을 한 게이트웨이 구조이며  

장치 ID, 목록 리, 장치 인증, 데이터 수집, 연결  세

션을 리하고 게이트웨이 상에 직렬 장치로 나타난다.

장치는 자신의 MAC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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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신을 인증한다.

Device
Certification

Data
Aggregation

Connection
Session
Mgmt

Device ID 
&Dir Mgmt

Health 
Device 

#1

Gateway

Serial 
I/F

Health 
Device 

#2

Health 
Device 

#3

Health 
Device 

#4

Device
Data
Mgmt

JSON 
Server

Dedical
Info.

Processing

Serial 
I/F

Serial 
I/F

Serial 
I/F

[Fig. 4] Connection with Gateway

게이트웨이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에 탐색

명령(SCAN)으로 주변에 장치가 있는지를 악하며 이

러한 탐색 명령을 수신한 장치는 자신을 등록하기 해 

연결 요청 정보와 서비스 ID를 제공하고 서비스 시작을 

비한다. 게이트웨이는 장치의 탐색 결과에 따라 등록

에 련한 비를 한다. 한 연결을 해서 장치의 ID를 

가지고 서버와의 통신 과정을 통해서 인증 차를 수행

한다.

Start Gateway

Receive Register 
Request

Register OK

Complete device pairing

Register Fail

Save Measured Data

Check 
Received Data

Periodically

OK

Transmit Measured 
Data to Server

Received Device 
Directory from Server

[Fig. 5] Registration Procedure in Gateway

연결이 설정되면 서비스 정보 송을 한 차가 시

작되며 지속 으로 요청된 속성에 한 값을 장치에서 

주기 으로 송한다. 이러한 차 외에도 게이트웨이는 

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기 해 찾기 명령(FIND), 

센싱한 정보를 달하기 한 명령(WCMD), 장치의 특

정 정보를 알기 한 독 명령(READ) 등의 여러 가지 

장치 연결과 서비스 송에 련한 명령을 통신에 사용

할 수 있다.

3.4 서버역할과 구조

서버는 최종 사용자와 연결되어 수집된 정보를 처리

하며 단말 장치, 게이트웨이와 그 속성 정보를 장한다. 

서버는 장치 등록과 장치 활성 확인, 디 토리 서비스와 

측정정보를 받아 장 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여 서버 

내의 차는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다.

Start Server

Registration 
with Certified  GW dir

and Device Dir

Complete Device/Gateway 
Registration and Assignment

Register Fail

Device Registration 
Infomation

Scan Gateway Directory

Receive Heart Beat

Send Alive Signal

Directory Service of 
Gateway and Device

Send Directory of
Gateway, Device info.

and Configuration

Measured Data 
Transmission I/F

Receive Measured Data

Process Measured Data

Store and Visualize 
Measured Data

Store and Visualize 
Measured Data

[Fig. 6] Service Information Procedure

서버는 게이트웨이와 TCP/IP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정보 송 자료 형태로 JSON을 사용한다[13]. 서버는 그

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Start Gateway

Receive Register 
Request

Register OK

Complete device pairing

Register Fail

Save Measured Data

Check 
Received Data

Periodically

OK

Transmit Measured 
Data to Server

Received Device 
Directory from Server

[Fig. 7] Server Interna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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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은 자바의 자료구조와 연동이 쉽고 로그램 작

성이 용이하며 단순한 형태의 구 이 가능하다. JSON 서

버는 URI를 사용하여 연결 함수들을 제공하고 내부 처리

를 해 서와 로거, 근 제어, 코드 분석자로 이루어지

고 트랜잭션과 내부 리를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14]. 서버로 송된 정보는 서버 내에서 질의를 받았을 

경우 질의 처리자에 의해 처리되고 웹을 통해 자료를 시

각 으로 표시하게 된다. 서버의 구성은 기존 구성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에 편리하게 근할 수 있는 구조

로 향상되었다.

3.5 다양한 구현 플랫폼

본 시스템의 게이트웨이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탑재 가능한 블루투스를 포

함하는 하드웨어 장치에 구 된다. 본 실험은 BLE 동

을 가진 텔 칩스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스마

트폰에서 각각 실험하 다. 의료 환경에서 환자는 착용

형 센서를 부착하고 있고 센서 부착 장치들은 모바일 게

이트웨이나 고정형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되어 을 이루

게 된다. 환자에 부착된 센서는 등록 후 주기 으로 모바

일 게이트웨이나 고정형 게이트웨이에 센싱한 정보를 보

고하게 된다.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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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rat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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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Data 
Transmission

receive Data

(WiFi)

(WiFi)

(BT4.0)

(BT4.0)

receive Data

Patient

Pulse Oximeter

Heart rate Monitor

(BT4.0)

(BT4.0)

Data 
Transmission

receive Data

receive Data

receive Data

receive Data

[Fig. 8] Overall Configuration

게이트웨이로 보고된 정보는 무선 는 유선 TCP/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송된다. 정보를 송받은 

서버는 센싱된 의료 정보를 처리에 합한 형태로 데이

터베이스에 장한다[15].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 환경에 IoT 기술을 용하여 원

격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ICT의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해 보았다.

의료 상자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지속 으로 수집하

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버에 달하고, 센싱 데이터로 

부터 치료에 유효한 정보를 처리하여 의료 정보 형태로 

장하여 진료에 합한 시각화 의료 정보로 구성하거나 

컴퓨터로 처리가 가능한 량의 데이터 형태로 보 하는 

것이 일반 인 시스템 구성이다. 이와 같이 IoT 기술울 

이용하면 재의 질의, 응답 수 의 면담을 통한 진료보

다 의료 상황을 정확하게 단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제

공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이

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의료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다. 한 상황 감지와 환자 의료 정보의 정확한 악

을 통해 기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서버에 

장된 의료 정보를 편리하게 근하는 구조를 통해서 빅

데이터 처리에 의한 유익한 정보를 추론하는 기반을 제

공한다.

지속 이고 실시간으로 인간의 생체 정보 등의 데이

터를 수집하는 것은 기술 으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의 경우 개인 인 의료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하는 등 개인 의료정보 보호

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은 제

도 으로 이미 상당한 수 이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실 으로는 정보 이용의 규제가 무 많아 개발자들에

게는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의 기술 시장

의 발  가능성 등의 여건을 미리 악하여 의료 정보의 

합리 인 이용에 한 정책  지원이 수반됨으로써, 의

료 환경에 컴퓨터 기술을 용하는 응용 서비스가 더욱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IoT 기본망 기술을 응용하여 의료 정

보 처리 시스템의 기본 인 형태를 개발하 으나, 앞으

로는 의료 센서 장치가 다양화되고 일부 의료 기능도 

ICT 도입으로 상당한 발 을 이룰 것으로 상된다. 이

러한 장비 기술이 실제 의료 환경에 맞게 발 하고, 더욱 

더 복잡한 시스템 처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입자 장비 리, 개인 정보 보호, 서버 리 등의 다양

한 범주로의 기술 변화와 함께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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