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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 설계와 IoT의 융합†

문 유 진
*

Design of the Smart Health Care System 

with Convergence of IoT

Abstract

Today’s paradigm of the health information system changes from the hospital-oriented 
to the customer-oriented system, where a smart health car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Based on the government lead project of standardization for health care, the smart health
care system will make it possible to share medical data among hospitals and to build the
remote diagnosis services and door-to-door diagnosis services.

The paper suggests the design of the smart health care system with convergence of IoT 
(Internet of Things), which utilizes data of medical diagnosis records and disease pre-
vention systems, SNS, smart phones. Since the smart health system can anytime anywhere
store the individual’s medical data of diagnoses and examinations, exercise momentum, 
and health status with biometrics, it will provide the individual with the more accurate 
medical diagnosis and the alarm service in case of bad health. And it will provide the 
individual with remote diagnoses as well as remote parents’ health checking.

The smart health care system is predicted in the domestic market as follows. Since Korea 
has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in the area of wire and wireles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also adadpts itself well to the new technologies, it is anticipated to grow
fast. As well, the well-equipp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make it accelerate 
further together with increased elderly people, demand of higher medical services and 
nursing home services.

To make the smart health care system as a successful business model, requireme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tandardization and compatibility of the system elements are im-
portant since they will be determining factors of success. Especially standardization of the
data for medical records and image records are urgent for the system activation and saving
of the maintenance cost. And each hospital is required for active attitude of acceptance 
in data supply and sharing. Secondly, the system requires stakeholders’ cooperation as 
well as consistent update through the pilot project led by the government. Thirdl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ensitive medical data of the individual for security. Fourthly, legal 
regulations and systems should be organized to support the smart health care syst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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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의료 정보시스템의 패러다임은 

병원 심의 의료 정보시스템에서 환자 

심의 의료 정보시스템으로 환하고 

있는데, 그 심에 스마트 헬스 어 시

스템이 있다.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은 

정부 주도의 표 화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환자가 요구할 때 병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원격진료 서비스  방문의료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Peck et al., 2014; Takuji et al., 2013; 

Bag et al., 2014; Koch, 2008; Rashband 

et al., 2008).

이 논문에서는 병원 진료기록과 질병

방 시스템의 데이터  SNS(Social Net-

work Service), IoT(Internet of Things),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은 평상시 개인이 일부러 데이

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  검사 

정보 그리고 개인의 운동량과 생체기능의 

건강상태가 언제 어디서나 장되므로 

좀 더 정확한 병원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상태 이상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떨어져 살고 계

시는 부모님의 건강 체크  원격진료도 

가능하다.

Ⅱ. 스마트 헬스 어 시스

템의 기존 연구

1.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은 스마트폰 

내의 헬스 어 애 리 이션 형태로 제

공된다. 이 헬스 어 시스템은 클라우드

와 연동하면서 테라바이트  용량의 최

신기술을 활용하여 병원과 가정 등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상태를 지능 으로 모

니터링하면서 리하고, 환자 정보와 질

병 정보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재

환, 2013; Smith et al., 2010; O’Bren et 

al., 2009; Watthanawisuth et al., 2010) 

우리나라 미래의 스마트 헬스 어 시스

템은 정부 주도의 표 화 작업을 바탕으

로 하여, 환자가 요구할 때 병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원격진료 서비스  방

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요구하

는 환자는 물론, 건강에 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상의 상시 인 어서비

스와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

보 서비스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의 근간에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PHR(Physi-

cal Health Record) 등이 있다(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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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MR은 각각의 병원 내에서 허가

받은 의료인이 작성하거나 수집하고 

리하는 의료 정보를 말한다. EHR은 여

러 병원에서 허가받은 의료인이 작성하

거나 수집하고 리하는 의료 정보로서 

국가의 운 표 에 따른 의료정보를 말

한다. PHR은 국가의 운 표 에 따른 의

료정보로서 개인의 여러 병원 진료  검

사 기록, 약 처방 기록, 개인 맞춤형 식이

요법, 음악  미술  치료, 보험 정보 등

과 다양한 매체에서 건강 자료를 수집하

여 리하는 의료 정보를 말한다. PHR은 

여러 병원이 참여하여 개인이 건강  의

료정보를 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PHR을 기본으로 하고 인공지능 기법  

IoT 등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

리를 도와주는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 구

축이 가능하다(Hwang et al., 2013). 이 

시스템이 성공 으로 구축되기 해서는 

국가 표 을 바탕으로 하는 EMR, EHR, 

PHR 등의 의료 정보 구축과 리가 필

수 인 요소이다.

2. U-헬스 어 기기의 의료정보 

표

U-헬스 어 기기는 의료기 이 아닌 곳

에서도 운동 상태나 생체 신호를 측정하

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의료장비를 일컫는다. 이러한 기능

은 원격진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개

인 스마트폰에 헬스 어 정보 장을 가

능하게 한다. 원격진료시에는 U-헬스

어 의료기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표 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U-헬스 어 의료기기의 국제표 을 

한 요구사항은 시스템 연결확인 분야, 데

이터 송 분야, 데이터 보안 분야 세 분

야에 걸쳐 IHE(Integrating the Health-

care Enterprise)에서 지정하 다(이성기, 

2014). 시스템 연결확인을 한 요구사

항은 의료기기에서 게이트웨이까지의 연

결을 지원시스템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송을 한 요

구사항은 U-헬스 어 의료기기에서 U-

헬스 어 게이트웨이까지의 연결시 ISO/ 

IEEE11073 표 을 따르고 U-헬스 어 

게이트웨이에서 U-헬스 어 진단시스템

까지 연결시 IHE PCD-01 즉 HL7 표

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한 데이터 보

안을 한 요구사항은 기 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Bogia, 2010; 

Bogia, 2011; Czabke et al., 2011; Ben-

haddou et al., 2008; Martinez-Espronceda 

et al., 2008).

IHE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교류를 

한 국제표  구 에 필요한 로 일

을 개발하는 기구로서 의료정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연결성을 구 하고 검사

한다. 이 기구에는 의료정보에 련된 정

부기 , 비 리기 , 문가 단체, 표

기 , 기업 등 510개 이상의 기 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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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다.

U-헬스 어 의료기기 품목과 등 에 

한 규정은 IHE에서 2011년에 제정한 

것으로 16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기, 2014). 16개의 품목은 U-헬스

어 게이트웨이(U-healthcare gateway), 

U-헬스 어 진단지원 시스템(U-healthcare 

decision support system), U-헬스 어 

압계(U-healthcare sphygmomanometer 

and automatic-inflation and noninvasive), 

U-헬스 어 당측정기(U-healthcare 

glucose meter), U-헬스 어 산소포화도 

측정기(U-healthcare pulse oximeter), U-

헬스 어 자청진기(U-healthcare stetho-

scope), U-헬스 어 자체온계(U-health-

care thermometer and electronics), U-헬

스 어 피부 외선체온계(U-healthcare 

thermometer and infrared and skin), U-

헬스 어 귀 외선체온계(U-healthcare 

thermometer and infrared and ear), U-헬

스 어 임피던스 체지방측정기(U-health-

care body fat/lean ratio analyser and im-

pedance), U-헬스 어 심박계수(U-heal-

thcare heart rate meter), U-헬스 어 심

계(U-healthcare electrocardiographic ana-

lyser), U-헬스 어 부하 심 도장치(U- 

healthcare stress exercise monitoring sys-

tem), U-헬스 어 최  호흡률측정기(U- 

healthcare spirometer and peak flow), U-

헬스 어 체외용 인슐린주입기(U-heal-

thcare insulin infusion pump in-vitro), 

U-헬스 어 이식형 인슐린주입기(U-heal-

thcare insulin infusion pump and implan-

table)이다.

3.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 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으로 사용자는 IT 자원

(소 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

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

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원하는 컴

퓨 을 말한다(민옥기 외, 2009). 클라우

드 컴퓨 은 2006년 구  CEO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비시 리아가 CEO인 에릭 슈

미츠에게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후, 2008년 구 , 마이크로소 트, 오라클, 

HP, IBM 등의 CEO가 잇달아 클라우드 

컴퓨 을 차세  주력 비즈니스 아이템

으로 지목하면서 폭발 인 심을 끌게 

되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은 사용

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속만으

로 컴퓨  환경( 장공간, 소 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etc.)을 제공해주는 주문

형 IT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문유진, 

2011; Malloy et al., 2013; Tsaftaris, 2014; 

Sasikala, 2011).

오늘날 기업의 IT 자원에 한 인식이 

막 한 투자를 동반하는 ‘소유’의 개념에

서 ‘임 ’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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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서 클라우드 컴퓨 과 N-Screen

의 결합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응용  

확산을 매우 편리하게 이끌고 있다. 

4. IoT와 헬스 어

IoT는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사

물인터넷을 말한다. 스마트 헬스 어 시

스템에 IoT를 용하여, 운동량측정기계, 

심박측정기계 등의 의료기기들과 유무

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운동량 정보  

생체기능 정보를 스마트 헬스 어 시스

템에 제공하게 한다(Zigler et al., 2013; 

Jara et al., 2014; Ishaq et al., 2014). 헬

스 어를 한 IoT의 를 들면, 당 측

정기, 압 측정기, 카메라 센서를 활용

한 심박측정기, 심박을 활용한 스트 스 

측정기,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수면 분

석기 등이 있다. IoT로부터 컴퓨터에 지

속 으로 개인 생체기능 정보를 제공하면 

life-log 정보를 클라우드에 장하여 질

병 진단  방에 도움을  수 있다

(차두원, 2014).

IoT에 한 국내외 정책 동향은 다음

과 같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 원회에서 2009년 

10월에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

물통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방송

통신 융합 일류 ICT 강국 실 을 목

표로 하 다. 그리하여 IoT 표 모델 확

립과 핵심기술 개발과 표 화 지원 강화

를 통하여 IoT 확산 환경을 조성하 다. 

2014년 4월에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여 사물인터넷을 새로운 경제

성장 모멘텀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

고, 4  핵심과제로는 창의  서비스 시

장 진출, 로벌 문기업 육성, 생태계 

기반 조성  규제 없는 산업 환경 조성

을 지정하 다.

EU에서는 2009년부터 European Re-

search Cluster on the IoT를 형성하여 

략  연구를 시작하 고 Framework Pro-

gramme 7과 Horizon 2020 등의 로젝

트를 수행하여 빅데이터와 IoT  클라

우드를 융합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에서는 2011년 IT 융합에 의한 신

산업 창출 략으로 사물인터넷 시 로의 

환을 선언하고 “사물망 제12차 5개년 

발  계획”을 수립하 다. 사물인터넷에 

6조 투자하고 약 8500억 안 규모의 사

물 네크워크 산업기 을 별도로 조성하기

로 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 다.

5. 빅데이터와 헬스 어

클라우드에 장된 스마트 헬스 어 시

스템의 life-log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국민 건강모델을 한 다양한 국민 건강 

인덱스(health index)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양, 운동시간  생체기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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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U-헬스케
어 운동기기

Wellness
contents

스마트폰 앱&
건강측정센서

클라우드

헬스케어
시스템

병원진료&
처방

병원진료 &
검사정보

질병예방
시스템

SNS

[그림 1]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

등의 빅데이터를 통하여 연령별, 성별, 체

형별, 체질별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Ⅲ. IoT와 연동하는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

이 논문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과 질병

방 시스템의 데이터  SNS, IoT, 스

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IoT와 연

동하는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은 건강상

태를 측정하는 센서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심으로 하

고, IoT U-헬스 어 운동기기에서 운동

량 정보를 스마트폰에 제공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병원 진료 기록과 질병 방 시

스템의 데이터  SNS를 이용하여 스마

트 헬스 어 시스템에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우드에 life-log를 장하도

록 한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 맞춤형 wellness contents

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wellness con-

tents는 개인 만성질환 상태 확인  건강

이상 알림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를 바

탕으로 하여 [그림 1]은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 헬스 어 시스템은 평상시 개인이 

일부러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

의 운동량과 건강상태가 언제 어디서나 

장되고 좀 더 정확한 병원 진단을 받

을 수 있으며 건강상태 이상시 알림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떨어져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건강 체크 

 원격진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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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에서 개인의 

건강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입력 구

성요소를 구체 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앱&건강측정 센서: 만보기 

앱, 식이&운동 로그램 앱, 만성질환 

리, 약 투약/복용 체크 앱, 스트

스 측정 앱, 기타 건강 련 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만성질환 상

태확인과 건강 이상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2) IoT U-헬스 어 운동기구: 당측정

기, 압측정기, 심박계 센서, 운동량

계 센서(나이키 밴드 등), 몸무게 측

정기, 스트 스 측정기, 수면 분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oT 기능을 

융합한 스마트폰에 연동된다. IoT로

부터 컴퓨터에 지속 으로 개인 생체

기능 정보를 제공하면 life-log 정보

를 장하여 질병 진단  방에 도

움을  수 있다.

3) 병원 진료&검사 정보: 각 개인의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PHR, 

문의에 의한 주기  원격 진료  상

담 정보를 포함한다.

4) 질병 방 시스템: 개인 유 자 분석을 

통하여 개인 질병 험 분석, 침 속

의 체세포 유 자 분석, 가족력 분석 

등을 통하여 가능한 험질병을 방

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5) SNS: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

어를 해 그룹내 정보 공유, 동기 

유발, 수행 활동에 수 부여( : 담

배끊기 동호회 등)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에서 처리를 담

당하는 구성요소를 구체 으로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기반의 장 시스템:  모

든 건강정보를 장하여 개인 질병에 

한 life-log 기록 보   리 시스

템. 스마트폰을 교체시에도 장된 

개인 건강 자료 보존 가능하다.

2) 헬스 어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의 개

인 운동량과 건강 상태, 진료  검사 

기록 자료 등을 이용하고 인공지능 

기법  오감인식 기술 등 다양한 기

술들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건강 문제 내역과 처방 내역, 투약 내

역, 양 섭취 측정, 운동량 측정, 생

체 기능 측정, 식이 추천 로그램, 

운동 추천 로그램, 가족력, 보험 정

보 등 개인 맞춤의 다양한 건강 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에서 개인의 건

강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출력 구성요

소를 구체 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병원 진료  처방: 환자가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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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 장된 개인 운동  질병 

정보를 병원 의사에게 제시 가능하다.

2) Wellness contents 제공: 개인 평생 건

강 리  이상 알림 서비스 제공, 모

바일 의료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상

태확인 서비스  맞춤 처방 제공 등

의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Ⅳ. 결론  향후 연구

1. 맺음말

이 논문에서 구성한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센서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탑재된 스마

트폰을 심으로 하고, IoT를 활용하여 

운동기구에서 운동량 정보를 스마트폰

에 제공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병원 진

료 기록과 질병 방 시스템의 데이터  

SNS를 이용하여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

에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에 life-log를 장하도록 한다. 

이 헬스 어 시스템은 평상시 개인이 

일부러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  검사 정보 그리고 개인의 운동량

과 건강상태가 언제 어디서나 장되므

로 좀 더 정확한 병원 진단을 받을 수 있

으며 건강상태 이상시 알림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떨어져 살

고 계시는 부모님의 건강 체크  원격

진료도 가능하다. 그 외에 클라우드에 

장된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의 life-log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건강모델을 

한 다양한 국민 건강 인덱스(health index)

를 제시할 수 있다. 

국내의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의 시장은 

다음과 같이 측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 의 유무선 통신 인 라와 스마트기

기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신기술에 

한 응력도 빠르므로, 의료 정보의 표

화 등이 이 지면 스마트 헬스 어 시스

템은 고속으로 성장하리라 측된다. 뿐

만 아니라, 잘 정비된 국민의료보험 제

도와 함께 고령 인구 증가와 의료서비스 

수요에 힘입어 요양 서비스와 스마트 헬

스 어는 속히 발 하리라 사료된다.

2. 향후 연구 분야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의 성공 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해서는 다음 사

항이 요구된다. 첫째,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해 련자들의 의가 필요하며 지속

인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헬스 어 

시스템의 표 화  호환성이 이 시스템

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표

화와 호환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하다. 특히, 질병 기록  상 자료에 

한 표 화가 스마트 헬스 어 시스템

의 활성화와 유지비용의 감을 하여 

시 한 문제이며, 각 병원에서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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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유에 능동 으로 수용하는 자세

가 요구된다. 셋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의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

째, 법 인 규정과 제도도 헬스 어 시

스템을 지원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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