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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한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서비스의 결합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지속 으로 수집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의 건강정보 수집을 해 활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들의 부족과 사용자 편의성 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 건강 정보에 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이러한 서비스들의 연구 개발  용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을 유하는 상황에서 건강 

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이를 개인 장소에 장하여 필요시에만 의료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

상 건강정보 리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한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으며, 재 사용자 실험을 진행 에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의료기기 제조업체, 병의원, 

보험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일상의 건강정보에 기반한 고품질 의료 시범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

으며, 다양한 건강 련 사물인터넷 기기의 활성화  일상 건강정보 분석을 통한 스마트 헬스 어 서비스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키워드: 사물인터넷, 헬스 어, 의료서비스,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the combination of ICT 

and medical services has been increas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Using the IoTs, 

we can collec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ontinuously in a patient’s everyday life. We expect that 

this will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rough analysis. However, the problem of ensur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has been hampering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uch services. Other problems include lack of IoT devices 

and lack of user convenience for collecting health information about a patient’s everyday life.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struct a daily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that can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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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lth related information at any time and store this data in personal storage. This data is then only 

provided to the healthcare worker when necessary. We built a test bed for an IoT-based smart home 

platform and are currently conducting user experi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re 

attempting to provide a high quality medical trial service based on daily health information through 

linkage with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medical clinics, insurance companies, etc. We expect the 

proposed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mart health care 

services via activating various health related IoT devices and analyzing daily health information.

Keywords: internet of things (IoT), healthcare, medical services, smart home, testbedverification

1. 서 론

최근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화됨에 따라,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보안, 가 , 헬스 어(Healthcare)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기기의 이용의향 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스마트 홈(Smart Home)

의 로벌 시장규모가 2017년에는 올해보다 2배가량 성

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1]. 스마트 홈은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 주택을 의미하고, 이는 개인의 주거에 필

요한 일상용품  기기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융합하는 개념으로, 홈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

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 발 되어 온 분야

이다. 2000년 반부터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

tion), 스마트 폰, 태블릿 PC, IPTV 등의 스마트 미디

어가 보 되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에 

한 발 이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용자의 삶의 

질에 한 련이 있는 의료 서비스에 한 발 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2].

사물인터넷 련 기술이 보 되기 이 에는 의료서비

스와 정보통신기술의 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

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경우는 간헐 인 

의료 서비스로는 치유가 어려운 질환으로, 의료 서비스

에서 권하는 리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지속 으로 자

가 리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3]. 이를 해, 사물인

터넷 장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

고, 이를 통합 분석하여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지속 으

로 리해  수 있는 일상 건강 리 서비스의 필요성

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 리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랫폼 기술과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

고, 이를 분석하여 한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4,5]. 하지만, 이러한 건강 정

보들을 외부 클라우드에 송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에

는 개인정보 침해 험과 더불어 법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사  클라우드를 구성하여 건강정보를 

장 /제공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는 사  클라우드에, 빈번하게 공유

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외부 클라우드에 장하는 하이

리드 방식이 두되고 있다[6]. 

사물인터넷 기반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요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으로 신뢰

도, 완 성, 인증, 권한, 가용성, 유연성 등이 있다[7]. 이

러한 고려 사항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 시스템

에서 기본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더불어 사물

인터넷 장치가 갖는 제약된 성능으로 야기되는 고려 사

항들로써, 이를 해결하기 한 랫폼 구조, 통신 인

라, 장치 요구 사항 등에 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8,9]. 본 연구에서는 사  공간인 스마트 홈 내에서의 

개인 건강정보 수집을 목 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연

구에서 고려하는 사항  수집 정보의 근 권한 제어 

측면과 SSL을 통한 통신 보안 측면만을 반 하 다.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 측

면에서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것과 별개로, 아직까지 

일상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들

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에서 건강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건강 리 서비스 시나리

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연동 방식들을 

개발하고, 개인 정보의 수집/ 장/ 리를 개인의 리 

역인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스마트 홈 건강

정보 리 랫폼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일상 건강

정보 수집을 한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의 시나리오  

기술개발 개요를 설명하고, 3장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테

스트베드를 구성하는 기술들의 개발 내용을 설명하며, 4

장에서는 본 연구에 한 결론  기 효과에 해 설

명한다.

2. 기술개발 개요

2.1 Dr.M 로젝트 소개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일상 건강

정보 수집을 한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는 KAIST에서 

자체 수행한 ‘Dr.M 로젝트’의 결과물들의 활용 방안

을 제시하기 해 개발되었다. 이 로젝트는 인체에 부

착한 다양한 스마트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 생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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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r.M 테스트베드 쇼룸

Fig. 1 Dr.M Testbed Showroom

통합  분석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헬스 어 기술

의 신을 이끌어내고자 추진한 모바일 헬스 어 시스

템 통합 연구 로젝트로, 여러가지 생체신호 측정 센서

기술, 력 통신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등의 요소 기

술들을 연구하 으며, 이러한 요소기술들의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기 해 본 연구 결과물인 통합 랫

폼을 개발하 다.

그림 1과 같이 Dr.M 테스트베드는 개별 요소 기술들

에 한 소개를 한 시부와 가정  병원에서의 서

비스 시나리오 소개를 한 시연부, 그리고 Dr.M 통합 

제 시스템 시연부로 구성되어 있다. Dr.M에서 연구한 

요소기술로는 스마트 벨트, 착식 ECG 패치 시스템, 

학  기화학 하이 리드 바이오센서 패치, 비 침습 

생체신호 감지 이더 센서 등이 있으며, 력 통신을 

한 통신 네트워크  랫폼 기술 등도 포함하고 있다.

2.2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개요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는 Dr.M 

로젝트의 요소 기술들을 통합하고 이러한 기술들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해 개발 되었으며, 홈과 병원에 

원격진료 가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병원

에 있는 의사와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상생활을 유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건강

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시

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와 같이 사용자는 귀가하

여 쇼 에 앉아 TV시청  휴식, 독서, 원격진료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의자에 앉아 TV를 켜면 일정시간 

동안 심박수 측정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 다. 의자에서 

일어나 침 에 울 경우 수면정보 측정용 센서가 작동

하여 수면 정보를 측정하게 된다. 이후 사용자가 기상하

여 세면 로 가서 외출 비를 할 경우에는 스마트 거

그림 2 Dr.M 테스트베드 사용자 동선

Fig. 2 Dr.M Testbed User Line of Flow

울에 사용자의 몸무게, 압, 심박수, 날씨정보 등을 띄

워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고, 가정 내의 서버에 수

집된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장하도록 하 다. 한, 원

격 진료 시나리오로는 병원에 있는 의사로부터 원격진

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이러한 일상 생활에서의 건강 정

보를 의사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건강 정보

에 한 피드백을 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시나리오

를 구성하 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구성을 해 다양한 센서  측정 

장치를 통한 생체신호와 건강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날로그 센싱 장치, 디지털 센

싱 장치, 비  측정 장치, 상시 건강정보 측정 장치 

총 4가지를 고려하 고, 실시간/비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건강 정보를 1차 으로 분석하여 간단한 건강 련 정보

를 가정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다. 가정내에서 

수집 리되고 있는 개인 건강 정보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원격의료 담당 의사에게 달 될 수 있는데, 

이를 해 다양한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  공유할 수 있는 Oliot 랫폼 [10]기술을 활용

한 원격의료 상자들의 통합 데이터 리 어 리 이

션인 EagleEye [11]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 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센서 등에서 수집한 생

체신호  건강정보들을 가정 내의 서버에 송하고, 서

버에서 사용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해 연동된 스마트 

거울 등으로 송해주며,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해 연동

된 EagleEye로 송하여 건강정보를 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3. 기술개발 내용

3.1 아날로그 센싱 장치 연동

본 시나리오의 진행을 해 수면센서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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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r.M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성도

Fig. 3 Dr.M Testbed System Diagram

가 있다. 재 개발되어있는 수면 측정 센서는 매우 다

양하다. 사물인터넷 가젯(IoT Gadget)이 화 되면서 

이와 함께 헬스 어 가젯의 종류 한 늘어났다. 부분

의 수면 측정 센서들은 부착형 센서들이고, 활동량과 수

면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팔목 혹

은 몸에 장착하는 활동량 추  센서들은 3축 가속 센서

의 값을 토 로 사람의 움직임이나 활동량, 혹은 수면의 

질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는 직 이지 못하고, 부정확

하며, 본 시나리오에 합하지 않다. 사람이 직  착용

하고 있어야 하는 센서의 경우, 사용자가 착용하기 번거

롭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Beddit Sleep Tracker[12]의 경우, 부착형

이 아닌 침 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 

Beddit 제조사의 어 리 이션을 통해 수면에 한 정보

를 측정하면 클라우드를 통하여 송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 문제

의 해결을 해 제품을 분해하고 측정되는 신호를 직  

수신하여 신호처리를 하 다. 이를 해 그림 4와 같이 

직  수신한 아날로그 신호를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

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것이 아

날로그 센싱 장치를 연동한 이유이다. 아두이노 Uno[13]

를 이용하여 해당 센서로부터 값을 수집하고, 이를 라즈

베리 이(Raspberry Pi)를 활용해 Serial로 입력받고 

후처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하게 하여 홈 서버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 센서로 수면 시에 침 상

에서의 움직임에 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선(Python)

을 활용하여 후처리를 통해 호흡, 맥박에 한 정보를 계

산하고, 계산된 정보를 스크린에 표 하도록 하 다. 이 

때, 사용자는 침 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즉각 으로 센

서의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해 측정된

그림 4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Fig. 4 Analog Signal to Digital Signal

센서의 값은 홈 서버를 통해 시연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하 다. 그리

하여 클라우드 등의 외부가 아닌 가정 내의 공간에서 

수집한 정보를 장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3.2 디지털 센싱 장치 연동

디지털 센싱 장치로는 체 계와 압계 두 가지를 고려

하 고, 체 계로는 Xiaomi Mi Smart Scale[14]을, 압계

로는 Omron Blood Pressure Monitor[15]를 사용하 다.

먼  체 계의 경우 제품을 이용해 사용자의 체  측

정결과를 획득하고, 해당 정보를 TV와 거울 상의 스크

린에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의 요구사항은 이

동식 체 계를 통해 어디에서나 체 을 측정할 수 있어

야 하고,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 서버를 통해 스크

린에 표시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과거 체  측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체 계를 선정하기 해 Withings 

Smart Body Analyzer[16]와 Hubdic 자 체 계[17]

도 함께 고려하 는데, Withings의 경우 체  측정 이

후, 와이 이(Wifi)에 연결하여 측정 정보가 서버에 도

달하고, 이를 개방형 API(Open API) 형태로 얻어오는

데 소요시간이 최장 5분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 다. 

개방형 API를 거치지 않고 직  Withings 웹 서비스에 

속해 데이터를 직  얻어오는 방식도 고려하 으나, 

이 방식도 30  미만으로 지연시간을 이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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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Hubdic 자 체 계의 경우는 체 을 표시하

는 숫자 한 자리에 7개의 입력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Xiaomi 제품은 블루투스 모듈이 탑

재되어 사용자의 단말에서 실행되는 어 리 이션에서 

체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가 단말을 거

쳐 인터넷으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를 통

해 체  측정의 결과를 체 계와 단말 사이에서 얻어낼 

수 있다면 본 시나리오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하여 사용하 다.

 다른 디지털 센싱 장치로 고려했던 압계의 경우 

기본 인 요구사항은 체 계와 동일하다. 이 때, 압계

는 Withings Blood Pressure Monitor와 Omron HEM- 

FL31을 고려하 으나, 압 측정 시간이 길고 정확성이 

상 으로 떨어지며, 특히 제조사의 어 리 이션에서 

압 측정을 시작해야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단  때

문에 Withings 제품이 아닌 Omron 제품을 사용하 다.

본 시나리오를 해 측정이 완료된 체 계  압계

의 값을 읽어 무선으로 송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

요하다. 이를 해 소형, 력으로 동작 가능한 통신 

수단을 모색하 고, TI(Texas Instrument)사의 Zigbee 

[18] 개발 칩을 이용해 해당 기능을 개발하 다. 이 때, 

이용한 하드웨어는 TI사의 CC2530 ZNP mini kit로, 

충분히 작아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체 계  압계 

안에 설치할 수 있었다.

수신 모듈 역시 마찬가지로 TI사의 장비를 이용하

으며, Zigbee Network의 AP로써 동작하도록 하 다. 

단말로부터 읽은 메시지를 Serial 단자를 통해 라즈베리 

이로 송하도록 하 으며, 이를 통해 홈 서버로 송 

할 수 있도록 하 다. 라즈베리 이에서 홈 서버로 

송되는 데이터는 Websocket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송되도록 구 하 다. 이를 통해 홈 서

그림 5 체 계에 TI장비를 연동

Fig. 5 Connecting TI device at Smart Scale

그림 6 압계에 TI장비를 연동

Fig. 6 Connecting TI device at Blood Pressure Monitor

버에서 체   압 측정 시, 해당 정보를 TV와 거울

의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3.3 비  측정 장치 연동

비  측정 장치로는 웹 캠(Web Cam)을 사용한 

사용자 심박 측정을 고려하 고, 사용한 웹 캠은 Logitech 

사의 C920[19]을 사용하 다. 웹 캠으로부터 상을 획

득하고, 그 상 내 앙부에 치한 사람의 얼굴을 인

식한 다음, 맥박이 에 따라 얼굴에 나타나는 색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그 주기성에 따른 심박수를 계

산해내는 기술을 용하 다.

본 시나리오의 용을 해 비  측정 장치 연동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측정 상자는 웹 

캠 앞에서 웹 캠을 바라보고 치해야 하고, 심박수 계

산을 해 8 의 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이 시간 동

안 측정 상자는 웹 캠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한, 

측정 상자는 얼굴의 움직임을 자제해야 하며, 웹 캠의 

성능 제약으로 측정 상자는 한 조도 상황에 있어

야 한다. 최종 측정된 데이터는 홈 서버로 송할 수 있

어야 한다.

심박수 측정을 해 샘  값들을 주 수 역에서 살

펴보면  그림과 같다. (5Hz까지 의미 있는 값임. 

Sampling frequency: 10Hz)  경우 모두 맥박에 따른 

안면부의 피부 톤(tone) 변화 주기를 나타내는 신호 성

그림 7 심박수 계산을 한 주 수 정보

Fig. 7 Frequency Information for Counting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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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격 진료 시나리오

Fig. 9 Remote Treatment Scenario

분이 피크(peak) 값을 갖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게 단일 피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값을 이용하여 

심박수를 계산하도록 하 다.

3.4 상시 건강정보 측정 장치 연동

상시 건강정보 측정 장치로는 스마트 워치(Smart 

Watch)를 고려하 고, 사용한 스마트 워치는 LG Watch 

Urbane[20]이다. 연동 작업은 스마트 워치와 블루투스

로 연결된 사용자 모바일 단말 상에서 구동되는 어 리

이션으로 구성되며 각 어 리 이션은 홈 서버 상의 

장치 리자와 연동 후 필요시 EagleEye로 송된다.

스마트 워치는 사용자의 활용에 따라 여러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본 시나리오의 용을 해 상시 건

강정보 측정 장치 연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

된다. 백그라운드 모니터링을 해 사용자는 스마트 워

치에서 어 리 이션을 구동하지 않더라도 맥박  걸

음수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된 결과를 사용자 모바

일 단말을 통해 홈 서버로 송해야 한다. 사용자가 스

마트 워치 는 모바일에서 어 리 이션을 구동하는 

명시 인 모니터링 상황에서는 즉시 맥박  걸음수 측

그림 8 스마트 워치를 통한 맥박 측정

Fig. 8 Counting Heart Rate using Smart Watch

정이 가능해야 하고, 어 리 이션을 종료하기 까지 

측정을 지속해야 한다.

사용자의 명시 인 어 리 이션 구동이 없더라도 사

용자 맥박  걸음수를 측정하여 홈 서버로 송하기 

해 기본 으로 사용자 모바일과 스마트 워치는 백그라운

드 서비스를 구 하 다. 이 백그라운드 서비스들은 사

용자의 명시 인 명령이 없더라도 주기 으로 구동하여 

사용자의 맥박  걸음수를 측정하며 일정 간격으로 그 

데이터를 송하도록 하 다. 한, 스마트 워치와 사용

자 모바일은 각각 사용자의 수집 데이터를 보여주기 

한 어 리 이션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명시 인 측정 명

령이 있을 때 사용자의 수집 데이터를 보여주게 하 다.

3.5 건강정보 연동 랫폼  사용자 서비스

건강정보 연동 랫폼  사용자 서비스를 해 

webRTC 기반의 환자-의사 간의 원격 진료 웹 어 리

이션을 환자용과 의사용으로 각각 개발하 다. 각 웹 

어 리 이션은 홈 서버와 실시간 연동하고, 실시간 개

인 건강기록 정보 시각화 모듈을 탑재하 으며, 환자용 

진료 어 리 이션에는 자연스러우면서 실  가능한 시

나리오 제시를 해 TV 시청화면과 원격진료 화면간의 

제스처 기반 3D화면 환 기능을 추가하 다. 제스처 인

식에는 Kinect V2 SDK[21]를 이용하 고, 제스처가 단

순하고 명확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간단한 로직을 

통해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장 을 가진 휴리스틱

(Heuristic) 인식 방식을 용하 다.

원격 진료 시나리오는 TV시청 등의 일상 인 활동을 

하던 환자가 진료 약시간에 맞춰 제스처(gesture)를 

기반으로 환자-의사간의 원격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구

성하 고, 이는 그림 9와 같이 진행된다. 먼 , 환자가 

TV를 시청하던  진료 약시간에 맞춰 오른손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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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병원부의 사용자 상태 화면

Fig. 10 Screen of User Status at Hospital Side

그림 11 사용자 건강 데이터 요약

Fig. 11 Summary of User Health Data

리는 제스쳐를 통해 원격 진료 화면으로 환하고, 왼손

을 올리는 제스쳐를 통해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요청한

다. 의사와 원격진료 연결이 되면 환자에게 실시간 개인 

건강정보 열람을 요청하고, 환자는 오른손을 올리는 제

스처를 통해 실시간 개인 건강정보 열람을 허용한다. 그

리하여 최종 으로 의사와 환자의 실시간 개인 건강정

보를 환자와 함께 공유하며 진료를 진행하도록 하 다. 

병원에 있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  진료 일정 등을 그

림 10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의 건강정보 수집 황을 악하기 해 그림 11

과 같은 시각화 화면을 구 하 다. 그림 11과 같은 웹 

화면을 통해 사용자 각각에 한 심박수  걸음수, 

압  체온의 수집 황을 악할 수 있다. 홈 서버에서

는 수집 황  수집 데이터에 한 간단한 분석(최 /

최소 범  과, 수집값의 격한 변화, 이상 데이터 수

집 등) 결과에 한 사용자 알림 기능을 수행한다. 이 

수집 데이터는 원격 클라우드에 장되는 것이 아닌, 개

인의 홈 서버 내 장소에 장되는 것으로 환자의 동

의가 있을 경우에만, 의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자료이

며, 사용자는 이상 알람을 수신한 경우나 계획된 진료 

일정에 맞춰 수집 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러한 데

이터를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일상 건강정보 수

집  서비스 연계를 한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 구축 

사례를 소개하 다. 일상 건강정보 수집을 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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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장치들간의 정보 편화 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능을 탑재하지 못한 가정용 의료기기들이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 건강 리 서비스가 본격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이러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가 시

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물인터넷 정보간

의 연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 수집과 연동의 편의

를 해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마트 홈 건강

리 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일

상생활 패턴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건강정보 

기기들의 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 구축하

으며, 개인의 건강정보를 개인의 리 역인 가정내

에서 리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진료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구축한 테스트베드이다. 재 본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300명의 피실험자들을 상으로 

일상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게 수집된 정보

로부터 유의미한 건강 련 정보를 분석하기 한 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

재는 본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들을 선정하여 용

하 으나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 으로 다양한 

다른 사물인터넷 기술들을 연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련 정보들을 활용

하여 개인, 의료기 , 보험사, 정책기  등 다양한 사용

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

구하기 한 시범서비스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된 시범서비스를 통해 향후 만성질환자  고령자

들을 상으로 질 좋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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