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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언

공중보건시 던헬스케어 1.0 시 , 질병치료시 인헬스

케어 2.0 시 를 지나, 건강수명 시 인 헬스케어 3.0 시 가 도

래하고 있다. 바이오 센서에 의한 자가진단, 실버 케어 로봇사

용과 표적치료제 등의 사용에 따라 청춘 100세 시 가 열리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와 인체 인공장기 제조 등으로 수명 120세

시 가도래하고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개인의 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헬스케어를 하고, 각 개인

의 유전자 분석과 함께 빅테이터화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하는정 의료시 가다가오고있는것이다. 

본고에서는 ICT강국인 한국의 차세 먹거리 산업인 ICT 바

이오시 를 이끌어 나갈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과 부산 학교병원에서의 적용 현황

등에 해소개한다

Ⅱ.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 및 응용 동향

2016년 전세계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은 2015년 2억 3천 200

만 에서 18.4% 증가한 2억 7천 460만 에이를것으로전망되

고 있다. 손목 밴드, 스마트 의류, 가슴 패치 등 피트니스 웨어

러블기기의인기가계속해서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2016년

웨어러블 기기 매출은 2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중 스마트워치가 115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

고있다.

우선 최근 상용화 단계에 있는 인간 수명을 증가시키는 헬스

케어웨어러블디바이스10가지를그림1에소개한다. [1]  

1) OvulaRing : 여성배란일측정웨어러블(그림1.a) : 탐폰타입

으로 여성 질 온도 측정으로 임신을 위한 최적의 배란일을

체크할수있고, 2016년 FDA 승인예정제품으로출시가격

은276$ 이다.

2) HealthPatch MD : 스마트 가슴패치(그림1.b) : 심박수, 호흡

수, 체온및체위측정이가능한가슴패치형웨어러블디바

이스로미국, 유럽, 일본에서시판중이다.

3) FreeStyle Libre Flash : 지속형 혈당 모니터링 웨어러블(그림

1.c) : 당뇨환자에서 반복적인 혈당체크를 체할 수 있는

지속형혈당모니터링웨어러블디바이스이다.

4) MiniMed : 인공 췌장 역할 인슐린 공급기(그림1.d) : 인슐린

을 분비하는 실제 췌장처럼 체내 혈당을 모니터링하여 자

동적으로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체내 분비하도록 하는 웨

어러블로, FDA승인이완료된제품이다.

5) OneTouch Ping : 인슐린 펌프 원격조절 웨어러블(그림1.e) :

인슐린의존성당뇨환자에서혈당측정및인슐린펌프원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 및 응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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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이 구 래스와 애플 워치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구 은 스마트 워치로 자기장을 주면서 암세포를 손목밴드에서 파

괴시킬 수 있는 내용의 특허를 내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측정되는 모든 개인

생체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고, 이 빅데이터가 건강관리와 예방치료에 활용되면 청춘 100세, 수명 120시 는 달성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제품, 신기술이 발표되고 있는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최근의 개발 동

향 및 응용 현황에 해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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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정을통한혈당관리가가능한웨어러블이다. 

6) Zio XT Patch : 심전도 측정 패치(그림1.f) : 2주 연속 심전도

의 지속적인 측정 가능으로 심장활동 이상 징후를 체크 할

수있다. 방수기능을갖춘패치이다.

7) Quell : 통증 완화 밴드(그림1.g) : 저주파 치료기 개념으로

감각신경 자극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킬수 있다. 사용자의

활동 강도를 측정하여 통증 완화를 위해 자극 강도의 조절

도가능하고, FDA승인이완료된제품이다.

8) G5 Mobile : 모바일연속혈당모니터링시스템(그림1.h) : 최

초의 모바일 연속혈당측정시스템 가능제품이다. 2살 이상

의 어린이 당뇨환자도 사용이 가능하고, FDA 승인완료 웨

어러블이다.

9) WristOx2 : 혈중산소농도측정웨어러블(그림1.i) : 천식, 울혈

성심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위한 심박수 및 산소

포화도의모니터링이가능한손목밴드형웨어러블이다. 

10) Smart Hearing Aids : 주위소음제어보청기(그림1.j) : 스마트

폰과와이어리스로연동하여사람음성외주위소음을최

소화할수있는보청기로, 2000$ 전후의제품이다.

2016년 1월라스베가스에서열린 CES(세계가전박람회)에서

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까

지운동량과소모칼로리를주로측정하는피트니스트래커기

능 중심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진일보하여, 혈압 , 심전도 및 혈

당모니터링, 스마트보청, 뉴로비전, 자외선통증완화등의기

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들이 선을 보

(a) 여성 배란일 측정 웨어러블

(e) 인슐린 펌프 원격조절 웨어러블 (f) 심전도 측정 패치

(i) 혈중산소 농도 측정기 (j) 주위소음제어 보청기

(g) 통증 완화 밴드 (h) 모바일 연속혈당 모니터링 기

(b) 스마트 가슴패치 (c) 지속형 혈당 모니터링 웨어러블 (d) 인공 췌장 역할 인슐린 공급기

그림 1. 인간 수명을 증가시키는 헬스케어 웨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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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트니스 기능도 바이오 센서 부착의 스마트 셔츠의 출현

등운동모니터링기능이강화된웨어러블기기들이선보 다. 

세계가전박람회에서의 소개된 Top 10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

바이스를그림2에나타낸다. [2] 

1) Omron 손목밴드(그림2.a) : 만성질환자들을위한심박수측

정과실시간으로혈압모니터링을할수있는손목밴드로,

만보계기능은물론소비칼로리, 숙면도측정도가능하다.

2016년후반기 100-200$ 가격으로출시예정인웨어러블기

기이다.

2) ReSound LiNX2 아이폰연동보청기(그림 2.b) : 아이폰과애

플와치로 연계되는 보청기로 블루투스 기능으로 소리 크

기와 진동, 고저음 조절이 가능하다. 실외 혹은 식당 내 환

경에따라보청기능의조절이가능하고, 현재시판중인제

품이다.

3) RightEye 뉴로 비젼 기능 구 안경(그림 2.c) : 구 안경에

2015년 10월 Neuro Vision 기능을추가하여 6개월이내의두

부손상여부의판별이가능하다. 안과전문의를위한웨어

러블디바이스이기도하다.

그림 2. 세계가전박람회에서 소개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Top10.

(a) 만성질환자용 손목밴드

(e) 바이오셔츠 (f) 흉골부위 가슴부착 패치 (g) 응급용 약물 케이스 (h) 스마트 신발

(i) 적외선 통증완화기 (j) 스마트 체온 측정기

(b) 아이폰 연동 보청기 (c) 뉴로 비젼 기능 구 안경 (d) 팔다리부착 피트니스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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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ymWatch 피트니스웨어러블(그림 2.d) : 피트니스운동중

에 팔과 다리에 부착하는 밴드로 운동량과 강도를 측정하

여실시간피드백할수있는웨어러블디바이스로, 99-189$

가격으로판매중인제품이다.

5) Hexoskin 바이오셔츠 (그림 2.e) : 셔츠속의섬유센서로심박

수, 호흡수, 소모칼로리, 숙면도등을측정할수있는웨어러

블디바이스로, 2016년후반 299$ 가격으로출시예정인제

품이다.

6) iHealth 가슴부착 패치(그림 2.f) : 가슴 흉골 부위에 부착하

는 3극패치로 72시간심전도모니터링이가능하고. 심장에

이상징후가있는경우긴급버튼의사용이가능하다. 올해

연말시판예정이다.

7) Veta Smart EpiPen 약물케이스(그림 2.g) : 응급상황에사용

되는 약물 에피네프린 케이스의 위치를 연동된 스마트 폰

을통해환자 , 가족, 간병인에게알려주는웨어러블디바이

스로, 약물보관환경등도모니터링할수있다.

8) Zhor Digit Sole 스마트신발(그림2.h) : 발을따뜻하게하거나

걸음수, 소모칼로리를측정할수있는미래형스마트신발

이고, 와이어리스로충전도가능하고, 가격은450$이다.

9) LumiWave 적외선 통증 완화기(그림 2.i) : 만성통증환자를

위한 적외선 치료기이다. 1회 20-30분 치료로 통증의 자연

치유를 유도하며 환자에 따라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

로가격은299$ 이다

10) Thermo 스마트 체온 측정기(그림 2.j) : Withings 사의 스마

트온도계로, 16개의센서와 hotspot 센서로정확한체온측

정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제품으로, 100$에 출시 예

정인웨어러블디바이스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

이스의기능을몇가지더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골진동으로소리듣는스마트워치[3]

청각은 소리로 전달되는‘기도 청각’과 뼈 진동으로 전달되

는‘골도청각’으로나눌수있는데, ‘골도청각’을이용한스마

트워치가곧탄생한다. 스마트워치에특수센서를부착해진동

을발생시키고, 손끝을귀에갖다 면외부소음차단시키면서

통화가능하다. (그림3.a)

2) 사람의감정을분석하는웨어러블 [4]

그림 3.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헬스케어 웨이러블 디바이스.

(a) 골진동으로 소리듣는 스마트워치 (b)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웨어러블 (c) 암세포 제거용 구 손목밴드

(d) 여성호르몬 모니터링용 립스틱 (e) 암소 출산율 향상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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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기기‘필(Feel)’은착용한사람의스트레스등감정

상태 측정을 위해서 피부의 전기신호를 판단하는‘GSR

(Galvanic Skin Response)’센서를 이용한다. GSR은 손목의 땀샘

에분포하는교감신경계가활성화될때나오는땀에의한피부

전도도변화를측정한다. (그림3.b)

3) 구 손목밴드로암세포제거특허출원[5]

미세한 산화철 나노입자가 들어 있는 알약을 먹으면 산화철

나노입자는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면서 암세포에 달라붙는다.

이 나노 입자는 손목밴드에서 자기장을 형성하면 암세포를 끌

고 밴드로 모이게 된다. 이 때 고주파 발생장치를 통해서 원하

는세포를선택적으로변형또는파괴시킬수있을것으로기

된다. 파킨슨병의원인이되는단백질을제거하거나, 암세포를

변형시키거나파괴해암의전이까지막을수있을것으로기

되고있다. (그림3.c)

4) 립스틱웨어러블으로여성호르몬을모니터링[6]

타액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분석하여 양, 감정, 임신, 배란,

폐경기, 피임, 운동 등과의 연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래 웨

어러블기기이다. (그림3.d)

5) 암소의출산율향상을위한웨어러블기기[7]

후지츠는 암소의 발정기를 정확히 측정하여 짧은 번식가능

기간(16시간)에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다리에 부착하는 웨어

러블 기기를 개발 2013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적용하여 괄목

할만한임신율을달성하고있다. (그림3.e)

6) 미식축구등과격한태클충격측정용브레인헤드웨어러

블기기[8]

삼성 호주지사에서 개발중인 제품으로, 럭비나 미식축구시

머리 충격여부를 땀흡수 밴드와 비슷한 고무밴드 속의 센서로

충격강도를 측정하여, 머리의 충격정도에 따라후면의 LED에

서노랑, 오렌지, 빨간색의빛으로나타나게한다(그림3. f)

7) 유방암초기진단을위한스마트브라[9]

유방암을 검출하는 스마트 브라로 여성의 생물학적 주기 온

도를 측정하여 세포조직의 패턴 등을 분석하여 유방암 초기의

징후를 판단하는 개발 중인 웨어러블 기기로, 현재 500명의 환

자에서87%의정확도를보이고있다. (그림3.g)

8) 혈중알코올농도측정스마트밴드 [10]

땀으로부터 혈중 알코올을 측정할수 있는 웨어러블 땀으로

부터 나오는 에탄올 분자를 검출하여 혈중알코올 농도을 측정

하여 본인 혹은 친지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로 전송하여

0.04%이상의경우를알려주는웨어러블기기이다. 에탄올이땀

으로나오기까지는 45분정도소요되고, 아직 FDA 승인신청은

그림 3.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헬스케어 웨이러블 디바이스.

(f) 태클 충격 측정 용 브레인 헤드 (g) 유방암 초기 진단용 스마트 브라 (h)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스마트 밴드

(i) 임신 측정 수면용 스마트 팔찌 (j) 뇌 상태 감지 MRI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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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고있지만 2016 연말에는한정제품이나올것으로전망되

고있다. (그림3.h)

9) 임신가능기간을측정하는수면용여성스마트팔찌[11] 

밤에 착용하는 것으로 백만개 정도의 테이터로 5.3일 정도의

임신가능 기간을 정확히 추정하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199에

Ava 팔찌를구입할수있다. (그림3.i)

10) 뇌상태를읽을수있는MRI 웨어러블기기[12]

뇌상태를 읽을 수 있어 암, 심장, 파킨슨, 알츠하이머병을 검

출할수 있는 MRI 웨어러블 기기가 페이스북과 오크러스 사에

서개발되고있다. 미래에는동물의뇌상태를읽을수있게되어

동물과교감을충분히할수있는날이다가올것이다. (그림3.j)

주요 웨어러블 메이커의 최근의 판매실적과 향후의 헬스케

어웨어러블시장전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13]

핏빗의 웨어러블 기기는 걸음수∙이동거리∙칼로리 소모량

등을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심장 박동수∙수면 분석을 통해 건

강관리 해주면서 470만 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해 2015년 3분

기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 1위를 기록해 2014년 비 101.7%가

증가했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애플워치를 출시해 2015년 3분기

390만 의 판매로 2위를 기록했다. 샤오미는‘미 밴드’를 통해

자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로벌 시장으로 확 해나가

고 있는데, 2015년 3분기 370만 를 판매하며 2014년 비

815.4% 성장률을기록했다. 삼성전자는지난해 10월신제품기

어S2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웨어러블, 가상현실

등미래신사업을전담하는무선사업부모바일인핸싱팀을구

성해본격가동한다고밝혔다. 

미국에서의 2015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는 1억3천4백만

로 2014년의 7200만 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판

매량의 52%를 점유한 애플 와치 덕택으로 평균 판매가격도 96

불에서 109불로상승하 다. 아직은피트니스트래커가스마트

와치보다약간우세하지만, 2016년부터 2세 웨어러블기기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2017년경에는 스마트 와치의 판매량이 3

억 이상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6년스마트와치의판

매경쟁은 삼성기어S2, iOS 애플와치를 중심으로 Tag, Sony,

Pebble, Huawei, LG 와치 등이 치열한 경합을 할 것으로 전망된

다.[14] 향후10년간웨어러블디바이스는연평균35%의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경에는 판매 매출이 94억$을

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Ⅲ. 부산 학병원에서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웨어러블 응용현황

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력 캐시카우 산업은 전

자∙자동차산업에서 ICT융합 바이오헬스산업으로 변화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모바일 헬스시장을

개척하면서 바이오 융합시 를 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

의흐름에맞추어부산 학교병원에서는융합의학기술원을설

립하여 의과 학과 공과 학을 비롯하여 자연과학 학 등의

교수 연구진이 교류협력하면서 바이오센서, 3D프린팅, 수술용

로봇 등의 융합의학기술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적용하면서

산업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부산 학교병원은 의료사각지 에 있는 공해상의 원양선원

들을위한원격건강모니터링사업를세계최초로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미래부의 공동 지원을 받아 수행 중에 있다. 의료

인 없이 장기간 출항하는 원양선원에 해 위성통신을 활용하

여선박에서개인별생체정보(혈압, 혈당, 소변검사, 심전도등)

를 측정하여,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피

드백하면서 원격진료를 행하고 있는데 KT에서 개발한 Yodoc

이라는 휴 용 소변분석 웨어러블 기기을 활용하여 선원들의

당뇨등의질환을관리해주고있다. 향후원격진료사업은국제

해사기구의 e-navigation의 필수사업으로 2019년부터는 시행예

정으로 있어 로벌 표준화 규격의 선점을 목표로도 하고 있

(k) 웨어러블 세계시장 추이

(l) 2016년 베스트 스마트 와치

그림 3.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헬스케어 웨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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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또한 부산 학교병원은 KT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자

흐스탄의 알파라비 국립 학교, 악토베州 보건청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ICT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모바일 건강 진

단솔루션 지원을 통한 카자흐스탄 의료 환경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국 카자흐스탄은 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1.6명으로 OECD 평균인 4.1명을 크게 상회한다. 심

혈관질환, 암, 호흡기질환등현지에만연한질병을소량의혈

액(KT의 my touch 웨어러블 기기 사용 예정)과 소변(Yodoc 사

용)으로 진단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솔루션을 카자흐스탄

의동부알마티소재의알파라비국립 학, 서부악토베주립병

원에시범설치할예정이다. 측정된건강정보는알파라비국립

내 설치될 건강정보센터에 전송되며, 부산 학교병원 의료

진의 자문과 카자흐스탄 의료진의 부산 의료연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 지원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빅데이터화 기술

이CIS 연방국가에진출하는것이다.[16]

부산 병원융합의학기술원에서는치매환자와독거노인등

을위한위치를알려주는u 안심알리미, 스마트의자및방석등

의웨어러블실증솔루션연구를 KT와공동연구중에있어향

후확 적용이기 되고있다.

Ⅳ. 결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시작된 스마트 헬스케어 시

는 개인 건강 정보(PHR) 의 빅테이터화와 함께 치료보다는

예방에중점을두는헬스 3.0 시 를목표로항해중에있다. 초

소형바이오센서의개발, 빅테이터의프라이빗클라우드에의

한 정보 보호 강화, 의료 기관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실증 공

동연구등을통해순항중이다. 웨어러블기기의패션디자인향

상, 플랙시블한장수명의밧데리개발, 신소재및 3 D 프린팅등

의 융합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폭

발적인성장시 를눈앞에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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