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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 랫폼에서 환자의 생체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베이스에 축 되며, 환자의 응
상황을 단할 수 있다. 한, 의료진은 이동단말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인증 이후 환자정보에 쉽게 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단
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근에 있어 환자상황과 이동단말기를 고려한 인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응 상황에서 
의료진의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근허가를 해 빅데이터 처리  에지컴퓨  기반의 자동인증지원 의료정보 랫폼에 
해 연구하 다. 기 연구된 자동인증 시스템은 응 상황에서 사용자인증과 이동단말기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  의료정보 근권
한을 인증된 의료진과 이동단말기에 부여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환자의 고 압, 당뇨와 같은 환자상태를 고려한 응 상황을 단하
기 해 빅데이터 처리  분석기법을 제안한 랫폼에 용하 다. 한 환자의 빠른 응 상황 단을 해 에지컴퓨 을 의료정보 
서버 앞단에 두어 의료정보 서버 신 에지컴퓨 에서 응 상황을 단하도록 하 다. 의료정보 서버는 입력된 환자정보와 축 된 
생체데이터를 이용하여 응 상황 단수치를 도출하고, 에지컴퓨 에 달하여 환자 맞춤형 응 상황을 단하도록 하 다. 결론
으로, 제안한 의료정보 랫폼은 빅데이터 처리와 에지컴퓨 을 통해 환자상태를 고려하고 응 상황을 빠르게 단하 으며, 자동인
증을 통해 응 상황에서의 신속한 인증과, 환자상황과 의료진의 역할에 따른 근권한 부여를 통해 환자정보를 보호하 다.

☞ 주제어 : 의료정보 랫폼, 자동인증, 응 상황, 에지컴퓨 , 빅데이터 처리, 의료 빅데이터

ABSTR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smart technology, in medical information platform, patient‘s biometric data is measured in real 

time and accumulated into database, and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atient’s emergency situations. Medical staff can easily 

access patient information after simple authentication using a mobile terminal. However, in accessing medical information using the 

mobile terminal, it is necessary to study authenti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 situations and mobile terminal. In this paper, we 

studied on medical information platforms based on big data processing and edge computing for supporting automatic authenti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The automatic authentication system that we had studied is an authentication system that simultaneously 

performs user authentication and mobile terminal authenti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and grants upper-level access rights to 

certified medical staff and mobile terminal. Big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techniques were applied to the proposed platform in order 

to determine emergency situations in consideration of patient condition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To quickly 

determine the patient’s emergency situations, edge computing was placed in front of the medical information server so that the edge 

computing determine patient’s situations instead of the medical information server. The medical information server derived emergency 

situation decision values using the input patient’s information and accumulated biometric data, and transmit them to the edge 

computing to determine patient-customized emergency situation. In conclusion, the proposed medical information platform considers 

the patient's conditions and determine quick emergency situations through big data processing and edge computing, and enables 

rapid authenti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through automatic authentication, and protects patient’s information by granting access 

rights according to the patient situations and the role of the medical staff.

☞ keyword : Medical Information Platform, Automatic Authentication, Emergency Situations, Edge Computing, Big data Processing, 

           Medical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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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기술  IoT의 발달로 학병원  형병

원을 심으로 의료정보 랫폼에서 다양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응

상황 단이 가능하다[1,2]. 한, 측정된 환자의 생체

데이터는 의료정보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축 되어 AI 

질환별 진단 측, 환자 맞춤형 진료지원 서비스 등을 

한 빅데이터로써 활용되고 있다[3,4]. 한, 스마트폰, 태

블릿과 같은 스마트 이동단말기의 발 과 함께 의료정보

랫폼과의 결합으로 의료진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

여 간단한 인증 이후에 의료정보 랫폼에 장된 환자 

의료정보  개인정보에 쉽게 근이 가능하다[5,6].

그러나 와 같은 의료정보시스템  랫폼에서 이동

단말기를 이용해 병원 내외의 의료정보의 노출  

ID/PWD만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해 환

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침해가 증가되

고 있다[7]. 이에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근에 

있어 사용자인증 뿐만이 아닌 이동단말기인증을 고려하

여 강화된 인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8,9]. 한, 환자

의 응 상황을 단할 때, 임의의 획일 인 수치를 용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보 서버 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

여 고 압, 당뇨, 부정맥과 같은 환자상태를 고려한 환자 

맞춤형 응 상황 별이 시스템 상에서 필요하다[2]. 

한, 환자의 응 상황에서 의료진은 신속하고 간편한 인증

과 동시에 보안  투명성이 보장되는 의료정보 랫폼을 

이용하여 환자정보에 근이 가능해야한다[8].

본 논문에서는 응 상황에서 의료진의 의료정보 근 

허가를 해 4차산업 명 기술인 빅데이터 처리  에지

컴퓨  기반에 자동인증을 지원하는 의료정보 랫폼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응 상황의 빠른 단을 해 에

지컴퓨 을 의료정보 서버 앞단에 두어 환자 응 상황을 

단한다. 한, 환자 맞춤형 응 상황 단을 해 의료

정보 서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 압, 당뇨, 부정

맥과 같은 환자상태를 고려한 환자 맞춤형 응 상황 단 

수치를 도출하여 응 상황 단을 해 이를 에지컴퓨  

시스템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응 상황에서 의료진의 

의료정보 근에 해 자동인증을 용하여 사용자인증

과 이동단말기인증에 한 동시 인증  빠른 인증과 

근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

구로 에지컴퓨 과 빅데이터에 한 의료정보 랫폼 

용에 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의료정보 랫

폼의 반 인 설계에 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설계를 

바탕으로 구 한 내용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해 기술한다.

2. 련연구

최근 다양한 의료센서  IoT 센서들을 제어하고, 환자

상황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에지컴퓨 을 용

한 의료정보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0]. 에지컴퓨 이란 데이터 소스인 센서 네트워크에 

가까이에 형성된 컴퓨  기술을 의미한다[11].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에지컴퓨  기술을 용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장 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센서들이 측정한 데이터

들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의료정보 

서버와 센서들간의 통신 지연(latency)문제를 해결 가능하

며, 장에서 빠른 응 상황을 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모니터링 한 가능하다. 둘째로, 클라우드로 송되

는 트래픽에 한 리가 가능하다. IoT의 증가로 인해 

서버요청이 증가하여 오버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IoT와 서버 사이에 에지컴퓨 을 설치하여 서버가 직  

IoT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에지컴퓨 에서 처리하

여 서버의 트래픽 감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에 송하기  에지컴퓨 에서 데이터들을 비식별화, 인

증  암호화 처리와 같은 처리를 통하여 서버 장공

간 최 화  데이터 암호화 등이 가능하다[12].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용한 에지컴퓨 의 역할은 각 

병동에서 의료기기와 의료정보 서버 사이에 치하여 디

바이스 리, 환자 생체데이터 모니터링  처리, 환자

상황 단, 환자상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을 수행한

다. 에지컴퓨 을 용한 의료정보 랫폼에 한 연구로

서, Md. Abdur Rahman[13]의 논문에서는 지역병원들의 

COVID-19 검사  측을 에지컴퓨 을 용하여 처리

하 다. 의료정보 클라우드와 에지컴퓨 을 5G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지역병원에 따라 COVID-19 측모델을 다

운받아 카메라로 COVID-19 검사를 실시하도록 구 하

다. Min Chen[14]의 논문에서는 환자에게 응 상황이 발

생하면, 에지컴퓨 에 연결되어있는 스마트기기들을 주

변의 다른 에지컴퓨 으로 핸드오버(Hand-Over)를 시킴

으로써 응 환자에게 에지컴퓨  하드웨어자원을 집

시켰다. 선행연구들과 같이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에지컴

퓨  기술을 용하면 빠른 환자상황 단과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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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빅데이터 처리  에지컴퓨 을 용한 자동인증지원 의료정보 랫폼 구조

(Figure 1) Structure of Automatic Authentication Support Medical Information Platform Applying Big data 

Processing and Edge Computing

(Localization) 그리고 환자상황에 따른 유동 인 시스템운

에 한 이 을 가진다. 

병동에 설치된 수많은 의료기기센서  IoT로부터 측

정된 환자의 생체데이터가 의료정보 서버의 IoT 빅데이

터 데이터베이스에 축 되며, 이를 이용한 의료 빅데이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12,13]. 축 된 의료 빅데

이터를 분석하여 환자와 질병, 데이터의 상 계를 도출 

가능하며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 진단에 한 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환자 

질병에 따른 응 상황 수치 분석하고, 에지컴퓨  시스템

과 의료정보 서버의 연동을 통해 에지컴퓨 에서의 응

상황 단이 가능한 의료정보 랫폼을 제안한다. 

3. 빅데이터 처리  에지컴퓨  기반의 의료

정보 랫폼 설계

3.1 제안한 의료정보 랫폼 구조

빅데이터 처리기반  에지컴퓨 을 용한 자동인증

지원 의료정보 랫폼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먼  스마

트공간기기부에서는 ECG, SpO2, NIBP와 같은 생체데이

터  온도, 습도, 환자움직임과 같은 병동의 환경정보를 

측정 가능한 의료기기 센서  환경 센서로 구성된다. 스

마트공간기기부의 센서들은 에지컴퓨 과 연결되어 측

정한 데이터를 에지컴퓨 으로 송한다. 

에지컴퓨 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처리 로세스

를 통해 환자 응 상황 단과 의료정보 서버의 IoT 기반

의 생체 빅데이터를 DB에 장하기 해 최 화를 진행

한다. 한 환자의 응 상황 단함에 있어 환자상태에 

따른 환자 맞춤형 상황 단 수치를 의료정보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환자상황을 단한다. 

의료정보 서버에서는 에지컴퓨  시스템과 연동, 빅데

이터 처리를 통한 환자 맞춤형 응 상황 단수치 도출, 

응 메시지 송처리, 의료진의 권한별 환자 의료정보 

근 리, 외부시스템 연동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는 환자의 의료정보  개인정보가 장

된 DB와 측정된 생체데이터를 장하기 한 IoT 빅데이

터DB로 구성된다.

인증서버에서는 의료진의 환자 의료정보  개인정보

에 근하기 해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인증요청을 처리

한다. 환자가 정상상황일때는 ID&PWD만 진행한 사용자

인증만을 수행하지만, 환자가 응 상황일 경우에는 의료

정보 서버로부터 받은 의료진의 인증정보와 인증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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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의료정보 렛폼 데이터 흐름도  응 상황시의 자동인증 수행과정

(Figure 2) Data flowchart of Proposed Medical Information Platform and Automatic Authentication Process 

in Emergency Situations

사용하여 사용자인증  이동단말기 인증을 사용자 개입 

없이 일 으로 자동인증과정을 수행한다[15]. 모든 인

증 이후 상황별 근권한에 따라 인증된 사용자에게 등

화된 의료정보에 근권한을 제공한다.

의료진 이동단말기부에서는 응 메시지 수신, 상황별 

환자정보 근인증 요청, 권한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근에 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진은 환자 의료정보  

개인정보에 근하기 해 인증서버에 인증을 요청하고, 

인증서버로부터 부여받은 근권한에 따라 의료정보 서

버의 의료정보DB에 근 가능하다.

3.2 환자 응 상황시 자동인증 수행과정

환자상황을 기반으로 유동 인 의료지원  시스템 

리가 가능한 상황인식기반의 의료정보 랫폼을 설계하

기 해 데이터 흐름도와 환자 응 상황시의 자동인증 

수행과정을 그림 2와 같이 기술하 다. 환자의 응 상황 

단은 기존 의료정보 서버가 아닌 에지컴퓨 에서 단

하며, 의료정보 서버로부터 빅데이터 분석모듈을 통해 도

출된 응 상황 단수치를 수신하여 환자상황을 단한

다. 스마트공간기기부 즉, 병동에 있는 의료기기 센서로

부터 환자의 생체데이터를 수신한다. 에지컴퓨  시스템

은 수신 받은 데이터를 DB 장  응 상황 단을 한 

처리 작업을 거친 이후, 응 상황을 체크한다. 

환자가 만일 응 상황일 경우, 의료정보 서버에 환자

의 응 상황을 달한다. 이후 의료정보 서버는 응 메시

지를 생성하고, 담당의료진의 인증정보(의료진 역할, 근

무시간, 치, 인증코드)를 인증서버에 달함과 동시에 

인증코드를 포함한 환자의 응 상황을 알리는 응 메시

지를 담당의료진에게 달한다. 

응 메시지를 수신한 의료진은 이동단말기 애 리

이션을 통해 인증서버에 자동인증을 시도한다. 자동인증

이란 응 상황에서만 한정 으로 사용자인증이후 이동

단말기인증을 사용자의 추가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증되

어 신속하고 근투명성을 강화한 인증방법이다[15]. 자

동인증에서 사용자 인증으로 ID/PWD와 인증코드가 사용

되며, 사용자 인증이후 의료진의 역할, 근무시간, 근무

치를 확인하여 이동단말기들의 인증이 진행된다. 

모든 인증이 완료되면, 의료진의 역할에 맞게 등 화

된 의료정보에 근이 가능하게 된다[16]. 환자의 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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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후 응 상황이 해제되면, 상 벨의 의료정보 근

권한을 얻었던 의료진의 권한이 해제되어 더 이상 근

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3.3 의료정보 빅데이터 용방법 연구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

하는 압 당데이터 1,000,000건을 분석하여 연구를 진

행하 다[17]. 데이터 수집 시기  수집방법은 2013∼

2014년 일반검진  생애 환기 건강검진을 통해 수집되

었다. 본 압 당데이터 속성으로는 나이코드(BTH_G), 

수축기 압(SBP), 이완기 압(DBP), 공복 당(FBS), 성별

(SEX), 체질량지수(BMI), 병력코드(고 압/당뇨병, DIS)

를 제공한다. 나이코드에 해당하는 BTH_G 속성은 27개

의 코드로 분류되어 있는데, 코드 1은 20∼24세, 코드 2는 

25∼26세부터 2세 차이로, 코드 26인 73~74로 구분되어 

있으며, 코드 27은 75세 이상으로 묶여 구분되어 있다. 

DIS는 환자 질병 코드로써 1번라벨 HTN/DM은 고 압 

 당뇨병 진단(합병증), 2번라벨 HTN은 고 압 진단기

록, 3번라벨 DM은 당뇨병 진단기록, 마지막으로 4번라벨 

None은 일반 환자로 표기된다. 

압 당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이썬 기반의 라이

러리 Pandas, Numpy, Seaborn, Matplotlib 등을 이용하

으며, 데이터 공백  복제거 처리를 통해 1,000,000

건에서 971,877건으로 수정하 다. 환자의 병력상태를 고

려한 응 상황수치 도출을 해 압 당데이터의 변수

간의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 다. 

변수간 데이터 상 계 분석결과를 히트맵(Heatmap)으

로 그림 3과 같이 시각화 하 다. 환자의 병력을 나타내

는 DIS는 BHT_G(-0.48), FBS(-0,32), SBP(-0.31) 순으로 각 

변수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각 속성이 DIS와의 음

의 상 계로 나타나는 이유는 DIS의 라벨링이 1은 합

병증, 2는 고 압, 3은 당뇨, 4는 일반인임으로, 각 속성의 

수치가 높을수록 DIS에서 낮은 숫자로 정받아 처리되

기 때문에 DIS와 각 변수들의 상 계가 음의 상 계

를 가짐을 확인하 다.

분석 결과에 따라 병력과 상 계가 깊은 세 속성인 

나이, 공복 당, 수축기 압 속성을 이용하여 병력에 따

라 각 속성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정상, 응 조, 응 상

황 단기  를 표 1과 같이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는 환자상황이 응 으로 가기  조치를 해서와 시스

템상에서의 환자상황 별 최 화를 해 정상상황과 응

상황 사이에 응 조상황을 추가하여 세단계의 환자

(그림 3) 압 당데이터 상 계 분석 히트맵

(Figure 3) Blood Pressure Blood Sugar Data 

Correlation Analysis HeatMap

FBS
(mg/dL)

응급 1)HTN/DM, 3)DM 

응급
전조

2)HTN : ≧ 125

정상 2)HTN : ≦ 115, 4)None, 

SBP
(mmHg)

응급 1)HTN/DM, 2)HTN,
3)DM : ≧ 140 & BTH_G > 25

응급
전조

3)DM : ≧ 130

정상 3)DM : ≦ 120, 4)None, 

(표 1) 환자 병력과 데이터 속성에 따른 응 상황 단수

치 

(Table 1) Example of Emergency Decision Values 

According to Patient Disease and Data 

Attributes

상황(정상, 응 조, 응 )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분석결과 FBS, SBP 속성의 공통사항으로 BTH_G가 높

을수록 DIS의 HTN/DM와 None의 수치간극이 어듦을 

확인하 다. 한 DIS의 HTN/DM이 부분의 BTH_G에

서 가장 큰 수치를 보 으며, 일반 환자인 None코드는 모

든 BTH_G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다. 이에 1번 

HTN/DM 환자에 해서는 응 상황, 4번 None 환자에 

해서는 정상상황으로 간주하 다. 한 2번 HTN과 3번 

DM에 하여 각 속성의 평균과 합병증과 일반인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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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자등록과 의료정보 서버에서 환자 응 상황 단수치 도출  에지컴퓨 에서 환자상황 단

(Figure 5) Patient Registration, Derive Patient Emergency Situations Decision Values in Medical Information 

Server and Determine Patient’s Situations in the Edge Computing

상황 단기  경계 값을 사용하여 응 상황을 구분하 다.

4. 제안 의료정보 랫폼 구  

4.1 에지컴퓨  시스템  의료정보 서버 구

본 논문에서 에지컴퓨  시스템 구 을 해 

Raspberry Pi 4 8GB 3 를 이용하여 에지컴퓨 을 구성하

으며, 추가 으로 온습도 센서가 포함되어 병동의 환경

요소를 확인 가능한 Raspberry Pi Hat 1 를 결합하여 그

림 4와 같이 구성하 다. 구  편의를 해 OS로는 

Ubuntu를 사용하 으며, 서버  DB로는 Apache2&Mysql

를 사용하 다. 의료정보 서버는 데스크톱 Window10 환

경에서 WSL2(Windows Subsystem For Linux II)를 이용하

여 Ubuntu  Apache2&Mysql을 이용해 구 하 다. 의료

기기  IoT환경인 스마트공간기기부의 구 환경으로 환

자의 SpO2, NIBP(SBP/DBP), ECG 생체데이터를 측정 가

능한 교육용 의료기기인 BMS와 환자의 움직임 악이 

가능한 Azure Kinect를 에지컴퓨 에 연결하 다. 한 

의료정보 서버에 환자정보  병력을 입력하기 해 간

단한 웹페이지를 구 하 다. 

환자등록  의료정보 서버에서 환자 응 상황 도출 

 에지컴퓨 에서 환자상황 단 테스트베드 환경으로 

그림 5와 같이 보인다. 의료진은 환자의 성별, 나이, 상태, 

(그림 4) 에지컴퓨  구 을 한 Raspberry Pi  Hat

(Figure 4) Raspberry Pi and Hat for Edge 

Computing Implementation

공복 당, 수축기 압 등 환자의 정보를 의료정보 랫폼

의 웹페이지를 통해 장한다. 이후 의료정보 서버는 입

력받은 환자정보와 생체 IoT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빅데이터 분석모듈에서 환자상태에 맞는 응 상

황 단수치를 도출한다. 이후 의료정보 서버 데이터베이

스에서 환자가 배정받은 병동에 설치된 에지컴퓨 의 ID

와 환자 ID를 연결한다. 이후 의료정보 서버는 환자의 ID, 

BMS ID, SpO2, ECG, SBP수치를 에지컴퓨 에 달하고, 

에지컴퓨 은 달받은 환자 맞춤형 응 상황 단수치

를 이용하여 응 상황을 단을 진행한다. 

에지컴퓨 에서 환자를 응 상황으로 별시, 의료정

보 서버에 환자의 응 상황을 달하여 의료진의 이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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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 응 상황을 달함과 동시에 의료정보 서버에 의

료진 자동인증을 한 인증정보를 달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응 메시지 수신  자동인증을 시도할 수 있다.

4.2 의료진 이동단말기 애 리 이션 구

의료진의 이동단말기 애 리 이션 구 을 해 안드

로이드 스튜디오 개발환경을 이용하여 구 하 고, 응

상황 메시지를 수신하기 해 Google Firebase Cloud 

Massasing을 연동하여 응 메시지 수신기능을 구 하 다. 

정상상황에서의 의료정보 근, 응 상황 이후 응 메

시지 송과 인증이후 상 의료정보 근과정을 그림 6

과 같이 보인다. 정상상황에서는 사용자인증 이후 그림 6

의 정상상황같이 진료과, 성별, 최근의료기록만 근 가

능하다. 환자가 응 상황일 경우 의료정보 서버는 

Firebase에 응 메시지를 송하고, 메시지를 받은 의료진

은 이동단말기를 이용하여 인증서버에 자동인증을 요청

한다. 

인증에 필요한 인증정보는 ID/PWD, 인증코드, Wifi- 

SSID이며, 사용자인증 이후 이동단말기 인증이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인증 이후 상 의료정보 

근권한을 받은 의료진은 그 같이 정상상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민등록번호, 이  의료&처방기록, 화번호, 

보호자정보 등 상 의료  개인정보에 근 가능하게 

된다. 환자의 응 상황이 정상상황으로 환되면, 응 상

황에서 볼 수 있었던 상  의료정보는 더 이상 볼 수 없

게 된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에지컴퓨 과 빅데이터기술을 용한 

자동인증 지원 의료정보 랫폼을 제안하 다. 의료정보 

서버에 축 된 환자 생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만성질환에 따른 응 상황 단수치 도출을 통해 환자 

맞춤형 응 상황 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한 에

지컴퓨 에 응 상황 단수치를 달하여, 기존 의료정

보 서버에서 단하 던 환자의 응 상황을 에지컴퓨

에서 별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의료정보 서버의 과

부하를 막고, 의료정보 서버보다 상 으로 보안수 이 

낮은 에지컴퓨 에서 환자개인정보를 보 하지 않고 응

상황 단수치만을 보 함으로써 외부 으로부터 

환자정보를 게 노출되도록 하 다. 의료진은 자동인증

을 통해 응 상황에서 사용자와 이동단말기에 한 2단

계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한 응 상황에서 자동인증 이후에만 상

의료정보에 근하도록 하여 환자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에 한 유출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 다. 

 

(그림 6) 이동단말기에서 환자상황에 따른 등 화된 의료정보 

근

(Figure 6) Access to Graded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atient Situations in 

the Mobile Terminal

본 연구에서는 의료정보 랫폼에서의 환자 질환별 응

상황 단수치를 도출하기 해 의료데이터 선정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고 압  당뇨 라벨

링이 된 압 당 데이터를 사용하 다. 그러나 본 압

당 데이터에 포함된 FBS, SBP, DBP, BMI와 같은 생체

데이터 속성들이 실시간 데이터(Real-Time) 개념보다는 

정 (Static) 데이터에 가깝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압

당데이터를 의료정보 빅데이터에 한 처리방법 연구 

 의료정보 랫폼에 용  활용방안 제시로 연구범

를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환자 질병과 각 생체데이

터 속성을 분석하여 환자 질병과 각 생체데이터별 응

상황수치를 구분하여 환자상황 단을 진행하 다. 한, 

응 상황 단의 조기감지와 응 상황 단의 최 화를 

해 정상상황과 응 상황사이에 응 조상황을 추가

하고, 이에 따른 응 상황 단수치를 제안하 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 던 정 데

이터의 한계를 보안하기 해 ECG 데이터와 같은 실시

간 데이터를 선정하고, 부정맥환자를 한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처리, ML&DL모델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

할 정이다. 이를 통해 제안한 의료정보 랫폼의 앞단인 

스마트공간기기부와 이동단말기부의 연동을 통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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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상황 단을 구  정이다. 한 IoT  의료장비가 

병동에 추가될 때마다 에지컴퓨 과의 연동을 한 자동 

제어 모듈에 하여 연구할 정이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 랫폼을 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무활용 고려사

항을 확인하여 용  수행성 검증을 실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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