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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기반의 근거리 무선 IoT 의료 수 시스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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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 명과 더불어 의료정보에 한 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근거리  력 무선

통신을 활용한 기술들이 모바일 기기와 연계 용되면서 의료기 에서도 그 활용도가 차 높아짐에 따라 기

술의 발 과 변화에 맞춰 의료 환경에서도 IT 기술을 이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가 

 증 되고 있다. 한,  스마트 장비에 익숙하고 시간의 가치를 요하게 생각하는 인의 경우 신속한 서

비스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기 한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를 비롯한 각종 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언택트(비 면)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

어 염병에 한 비조치로 사회  거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력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  종사자와 방문자들에게 더욱 안 하고 편

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언택트 기반의 의료 수 시스템을 연구하 다.

ABSTRACT

In addi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est and research on medical information are actively being 

conducted. As the technologies using short-range low-power wireless communication are applied in connection with 

mobile devices, the utilization of them in medical institution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demand of customers who 

want to receive high-quality services using IT technology is increasing in the medic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technology. In addition, modern people who are familiar with smart equipment and consider 

the value of time is important do not waste their time through rapid service. In addition, as the recent epidemics 

including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ave become popular, interest in untapped (non-face-to-face) has 

increased, and social distance is needed as a preliminary measure against infectious diseas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studied the untapped-based medical reception system to provide quick service to patients using short-range low-power 

wireless communication and to provide safer and more comfortable environment for medical staff and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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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기 을 이용하면서 진료, 수납, 처치 등을 이유

로 필연 으로 발생하는 기시간은 환자와 보호자들

이 공통으로 많이 제기하는 불만 의 하나로, 종합병

원 외래 환자 진료시간과 진료 기시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료시간이 평균 3.7±3.3분임에 비해 

진료 기시간은 평균 32.3±27.7분으로 실측되었고, 

진료 기시간의 효율 인 리를 통해서 환자의 만

족도  의료제공자의 만족도를 높여 의료의 질  보

장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 다[1]. 이러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기 에서는 진료 기 지연

으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기 과정에 

한 불편함을 조 이라도 감소시키기 해 진료 약 

제도를 운용하거나, 진료 기표 게시, 외래 환자 수 

제한 운 , 진료 개시 시간 조기 운 , 텔 비 과 잡

지 등 기 공간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각종 볼

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

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2].

 고객들은 시간의 가치를 매우 요하게 생각

하여 본인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

지 못하는 경우 바로 불만을 표시하는 성향을 보이며 

의료기  수 기시간과 진료 기시간은 이러한 

사회 인 흐름에서 고객 불만족의 단골 메뉴로 지

되어왔다[3]. 

한,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의료기  특성상 

지 처럼 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의료기 에 방문하여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집된 공간의 의료기 에서 혼잡한 상태로 

비말이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재  세

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가 표 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 기 시간의 효율  리를 통

해 의료기  내 혼잡을 방하고 이를 통해 사람간의 

가 쉽고 치명 인 염병에 한 방  환자와 

보호자, 의료제공자의 만족도를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리  력 무선통신을 

이용한 언택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에 하여 연

구하 다.

Ⅱ. 련연구

2.1 근거리 무선통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의 보 이 확산

하면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

다. 근거리 무선 통신의 표 인 기술로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블루투스(Bluetooth), 최근 들어 각

 받고 있는 비콘(Beacon) 등이 표 이다.

RFID는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태그에 장된 데이

터를 무선주 수를 이용하여 리더에서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다[4]. 태그가 부착된 상을 식별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바코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

으나, 빛을 이용하여 식별하는 것이 아닌 를 이용

하여 데이터를 식별한다는 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NFC는 RF 신호를 사용하는 비 식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써 1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송하기 해 주로 사용되며 통신거리

가 짧기 때문에 상 으로 보안이 우수하여 결제 서

비스뿐만 아니라, 교통, 출입통제, 잠 장치 등 다양한 

역에서 사용되고 있다[5].

블루투스는 1994년에 산업, 과학, 의료용 주 수 

역인 ISM(: Industry, Science, Medical) 역을 이용

하여 Ericsson이 최 로 개발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

신(PAN, Personal Area Network)을 한 무선 통신 

산업 기술 표 이다. 블루투스는 30,000개 이상의 통

신, 컴퓨터, 네트워크  가  업체들로 구성된 

‘Bluetooth SIG(: Special Interest Group)’ 동맹에 의

해 리되고 있으며, IEEE 802.15.1을 블루투스 표

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채택된 

Bluetooth 4.0은 기존의 블루투스에서 력 소모를 최

소화하여 동  크기의 지로 1년 이상 동작 가능하

며, 의료, 보안, 산업 기기제어 등에 용할 수 있도록 

발 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역에서 범 하게 사용

되고 있다[6].

2.2 사물인터넷과 비콘의 활용

사물인터넷 이란 각종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일상생활이 모바일 심으로 보편화 

되면서 사물인터넷에 한 기 와 심이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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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그  센서 기술  통신기술의 발 에 

따라  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콘이 

사물인터넷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7].

사물인터넷을 실 화 할 수 있는 표 인 오 소

스 하드웨어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이가 있다. 이  

아두이노는 오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보드 마이크

로 컨트롤러로써 어렵지 않게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제작할 수 있다[8].

비콘 이란 표지 이나 신호 등을 의미하는 명칭으

로서, 최  70m의 범  안에 사용자의 치를 찾아서 

모바일 결제나 메시지 송 등을 가능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서 블루투스 4.0 로토콜을 기반으

로 한다[9]. 한 비용으로 동작한다는 큰 장 이 

있으며, 비콘의 주 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다른 

기기들과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비콘은 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형 랜차이즈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콘과 통신하

여 주문  결제를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형 랜차이즈에서 고비용

의 로그램 개발비  운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격이 비교  

렴한 비콘을 이용하여 매장에 방문할 경우 런트 데

스크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에 애 리 이션을 통해 

해당 매장의 메뉴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

구가 진행되었다[10].

한, 비상 피 시스템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스템의 경우 건물이나 공간 등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나, 발신기  유도등의 자동화를 모티 로 비

상 피로에 센서와 비콘 등을 이용하여 IoT 형태로 

제작을 하 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향 

지시등이 등되는 등 안 한 피로를 찾아 안내한

다[11]. 

NFC를 이용한 병원 의료정보 서비스도 연구되었

다. 의료산업이 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환자들

의 니즈는  다양화/고차원화 되고 있다. 그에 반

해 병원들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해 신기술 기반의 

IT 인 라  의료 시설 증축에만 심을 보여 환자

들의 진료 동선이 복잡해지고 기시간이 길어지는 

상에 한 개선을 한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12]. 

Ⅲ.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리  력 무선

통신을 통한 언택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조

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근거리  력 무선통신을 통한 언택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the medical information system 
of the untapped base through the short distance low 

power wireless telecommunication

의료기 에 방문하게 되면 설치된 비콘 디바이스의 

신호를 통해 애 리 이션 설치  실행이 진행된다. 

해당 모바일 기기에서 최  방문 시 1회에 한하여 애

리 이션 설치 URL이 송 되며, 설치 후 본인 인

증을 통해 애 리 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애 리 이션에서 인증 완료 후 서버로 신호

를 보내고 서버에서는 애 리 이션의 신호를 받아 

인증정보와 매칭한 뒤 해당 방문자의 정보를 다시 애

리 이션으로 송한다. 이때 매칭이 정상 이지 않

거나 미 매칭 시에는 고객 정보 확인을 해 원무과

에 방문하여 방문자 정보를 확인하여 매칭하면 처리

가 가능하다.

애 리 이션이 설치되면 본인의 정보를 토 로 본

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진료과를 선택하여 수할 

수 있다. 진료 후 처방에 따라 지원 부서에서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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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정보를 QR코드로 생

성하여 제공한다면 지원부서 수업무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2  시스템 구성요소

본 시스템은 각 부분은 방문자 자동연결을 한 

로드캐스  디바이스, 의료기 별 고객 본인의 정보를 

동 으로 제공해 주기 한 모바일 애 리 이션, 해

당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한 서버 등으로 구성

된다.

그림 2. 근거리  력 무선통신을 통한 언택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의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Untouch-bas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via Near Field Low Power Wireless

비콘 디바이스에서 모바일 애 리 이션으로 디바

이스 정보를 송출하고, 애 리 이션은 디바이스 정보

를 싱한다. 싱 받은 정보는 서버로 송출하게 된

다.

서버는 디바이스 정보에 따른 환자 정보를 다시 애

리 이션으로 송한다. 애 리 이션은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표시한다. 이때 비콘 디바이스는 지속

인 신호 송출과 수신을 받으며, 애 리 이션에 정보

가 표시되고 신호는 소멸한다.

3.3 방문자 자동연결을 한 로드캐스  IoT 

디바이스 설계

비콘 디바이스의 경우 가장 기본 이면서 범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랫폼인 아두이노를 사용하고

자 한다.

기존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  사양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이므로 본 시스템에서는 아두이노 듀에

(Due)보드를 사용한다. 아두이노 보드는 8bit 로세

서를 사용하는 반면에 아두이노 듀에의 경우 32bit 

로세서를 사용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 QR코드를 유동 으로 생성하여 출력하기 

해 디스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력할 

수 있는 길이가 기존 보드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블루투스 모듈로는 보편 인 HM-10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설계를 하 다.비콘은 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가 포함된 정보 패킷을 보낼 수 있

으며, 넓은 범  수신을 해 UUID를 동일하게 사용

하되 Major와 Minor 값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비

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비콘 디바이스는 주기 으로 신호를 발신하기 때문

에 의료기  내에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건물이나 근

처에 고객이 내방할 경우 자동실행 항목에 동의한 고

객에 한하여 모바일 기기의 애 리 이션에 한 자

동실행을 수행하고자 한다.

3.4  모바일 애 리 이션 설계

모바일 어 리 이션의 알고리즘은 그 기능에 맞춰 

비콘 사용을 한 hospital_Ready_class와 QR코드 사

용을 한 hospital_QR.class로 나 어 설계하 다. 

hospital_Ready_class는 먼  비콘 스캔 서비스를 

실행한다. 그 후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요청하고 조회

과정에서 비콘 신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조

회를 반복하게 된다.

권한 요청이 끝난 이후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휴

화 번호를 조회하고, 조회된 번호를 이용하여 서버

로 송하게 된다. 

서버에서는 hospital_Ready_class를 통해 달된 결

과를 싱하여 도출된 데이터를 hospital_QR.class를 

통해 동 으로 QR 바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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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 리 이션 알고리즘
Fig. 3 Application Algorithm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QR 코드를 이용하여 간편

한 진료 수  지원부서 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3.5  웹 애 리 이션 서버 설계

모바일 앱에서 자동 송된 고객의 휴 화 번호

와 OCS에 사  장된 고객의 휴 화 번호를 매칭

하여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표 1. 고객 정보 요청 라미터
Table 1. Customer Information Request Parameter

http://locolhost:8080/Paid_list.JSP?hsno=1312457&s
pno=010636*****

hsno = hospital code
spno = user mobile phone number

이후 표2와 같이 의료기 에서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정보를 XML 

형식으로 응답하여 JSP-XML 싱 방식을 통해 데이

터 조회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표 2. XML 형식의 응답 데이터
Table 2. Response Data in XML Format

<data>
<list>

<HSNO>1312457</HSNO>
<PAID>00101214</PAID>
<NANM>백유진</NANM>
<GUBN>Y </GUBN>

</list>
</data>

Ⅳ. 결론

종합병원 의료기 의 경우 평균 32.3±27.7분 정도 

기시간을 갖는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모의실험 결

과 기시간이 3.5±5.8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상이 

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근거리  력 무선통신을 

통한 언택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은 의료기 을 

방문하는 방문자의 기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의료기 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로부터 부족한 인력을 

채워  것으로 기 한다. 집된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의료기 에서도 염 가능성이 농후한 

각종 염병으로부터 거리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콘의 치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설계하고, 이를 이용한 애 리 이션을 사용

하여 의료기  방문 시보다 쉽게 수할 수 있도록 

설계  연구를 진행하 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연구한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

로 구 을 할 경우 기시간이 10분 이상이 단축 될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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