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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모바일 장비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헬스 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JADE 에이 트 랫폼을 이용한 멀티 에이 트 기반의 헬스 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에이 트 간의 업을 통한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소개

한다. 사용자는 우리의 헬스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 장비를 이용하여 

당, 압, 체지방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헬스 어 시스템으로 송하여, 한 의사 에이 트

를 찾아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1. 서론

   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바 어 가고 있

는 추세이며, 의료 환경에 한 보다 편리한 환경이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 사람들의 건강에 

한 심이  커져감에 따라 헬스 어에 한 

심 한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헬스 어

와 련된 연구가 한창 진행 에 있다. 그러나 

재 이러한 헬스 어와 련되어 실용 이고 편리한 

인 라가 미흡한 상황이다[1].

   본 논문에서는 증하는 모바일 환경과 무선 통

신의 발 을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당, 압, 체지방 센서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모바

일 장비로 송하고, 이 정보를 분석  추론하여 

환자의 상태에 합한 원격에 치한 의료진의 모바

일 장비로 정보를 송하여, 최종 으로 환자와 담

당 의사간에 일  일 모바일 통신을 통한 진단  

처방이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 본 연구는 21세기 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 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우리의 아키텍처에서는 헬스 어 시스템을 구성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해서 멀티 에이 트들로 

구성하며, 이러한 에이 트들 간의 업을 통해 의

료기기, 환자와 의사의 모바일 장비 그리고 에이

트 랫폼 간의 유기 인 계가 제공된다.

   한 우리의 아키텍처에서는 환자의 모바일 장비

와 담당 의사의 모바일 장비간의 일 일 통신을 통

하여 즉각 인 진단  처방이 가능한 것을 장 으

로 하며, 환자의 센서 정보와 환자의 기본 정보(

를 들어 체 , 신장, 나이 성별 등)로부터 환자의 상

태에 가장 합한 의사를 찾아 해당 의사와의 통신

을 하는 것을 장 으로 한다[2].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우

리의 아키텍처에 사용된 에이 트 랫폼인 JADE

와 경량 모바일 장비를 한 JADE LEAP 버 을 

소개한다. 한 3장에서는 우리의 아키텍처에 하

여 소개를 하고, 4장에서는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구

된 로토타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

는 결론  향후 연구방향에 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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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JADE

   JADE (Java Agent DEvelopment Framework)는 

P2P 통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Java 기반의 

분산 멀티-에이 트 응용 로그램 개발을 한 

TILAB에서 개발된 미들웨어이다. 이 JADE 미들웨

어를 사용하면 고정된 네트워크 안의 컴퓨터나 모바

일 터미  상에서 정보, 자원, 제어 등이 완 히 분

산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JADE 랫폼 안에는 응

용 로그램, 사용자 는 환경의 요구나 필요에 따

라 자율 인 특성을 지닌 에이 트들이 시스템 안에

서 나타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JADE 랫폼을 통한 피어들 사이의 통신은 유무선 

네트워크에 계없이 에이 트들 간에 ACL 메시지

를 통한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JADE 미들웨어 안에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컨테이 , 랫폼, AMS, DF등이 있다. 다양한 에이

트들을 포함하는 것을 컨테이 라고 하며, 활동

인 컨테이 들의 집합을 랫폼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 컨테이  에서 main container는 다른 컨테

이 와의 차이 이 있는데, 이는 두 개의 특수 에이

트(DF, AMS)를 갖는다는 이다. AMS(Agent 

Management System)는 랫폼안의 각각의 에이

트가 독립 인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네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에이 트의 등록, 구동, 종료 등

의 반 인 리를 한다. DF(Directory Facilitator)

는 각 에이 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서 에이

트의 이름과 서비스 이름의 으로 장하는 일종

의 디 토리 역할을 한다[3].

(그림 1) JADE 아키텍처

2.2. LEAP

   Lightweight Extensible Agent Platform은 모바

일 장비(모바일 폰, PDA 등)와 같은 경량 디바이스 

상에서 멀티 에이 트 기반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심을 가지고 있는 JADE 사용자를 해 고

안된 라이 러리이다. JADE의 런타임 환경이 수 

Mbytes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므로 휴  장비의 

제한된 메모리에 합하지 않으며, JADE에서 사용

하는 JDK의 버 과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하는 버

( 를 들어 PersonalJava 는 MIDP)이 상이하기 

때문에 JADE를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

합하다. 한 모바일 장비의 간헐 인 연결성, 낮

은 역폭 등의 특징으로 인해 JADE가 부 합하며 

이를 해 모바일 장비를 지원하기 한 경량 

JADE 버 이라 할 수 있는 LEAP 버 을 이용한

다. 이러한 JADE LEAP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자바

의 환경에 따라 j2se, Pjava, MIDP의 3가지 종류로 

나  수 있다[4].

(그림 2) JADE LEAP 런타임 환경

3.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 아키텍처

3.1.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 설계된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모바일 유  에이 트, 에이 트 

랫폼, 담당 의사 에이 트로 구성 되어있다.

   우리의 아키텍처에서는 인증된 유  에이 트가 

당, 압, 체지방 컨텍스트 정보를 로커 에이

트를 통하여 컨텍스트 에이 트로 송신하면, 컨텍스

트 에이 트는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 

가장 합한 의사 에이 트를 DF로부터 찾아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한 가장 합한 의사 에이

트를 찾아낸 후, 해당 의사 에이 트에게 컨텍스트 

정보를 송한 후에는, 의사 에이 트와 유  에이

트가 일 일 통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2. Mobile User Agent

   모바일 유  에이 트의 역할은 의료 기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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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통신을 통해 받은 센서 정보를 로커 에이

트에게 송하는 역할을 한다. 센서 정보를 로

커 에이 트에게 송하기 해 우리의 아키텍처에

서는 먼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인증된 사

용자인 경우에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당, 압, 

체지방 센서 정보를 로커 에이 트에게 송 할 

수 있다. 이 모바일 유  에이 트는 모바일 장비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JADE는 모바일 장비에 부 합하다. 그래서 제안된 

아키텍처에서 모바일 유  에이 트는 LEAP pjava 

버 을 사용한다. 인증된 사용자는 과거의 기록  

진단 처방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한, 한번 의사로

부터 진단  처방을 받으면, 해당 의사와는 계속해

서 일 일 통신이 가능하다.

(그림 3)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 아키텍처

3.3. Agent Platform

3.3.1. Broker Agent

   로커 에이 트는 모바일 유  에이 트의 컨텍

스트 정보를 수신하며, 수신된 정보의 종류에 따라 

인증 요청 컨텍스트 정보인 경우, 인증 에이 트에

게 컨텍스트 정보를 송신하고, 당, 압, 체지방 

컨텍스트 정보인 경우, 컨텍스트 에이 트에게 정보

를 송신한다. 우리의 아키텍처에서 로커 에이 트

는 모바일 유  에이 트와 멀티-에이 트 헬스 어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릿지 역할을 제공하는 에

이 트라고 할 수 있다.

3.3.2. Authentication Agent

   우리의 아키텍처에서 인증 에이 트는 유  에이

트의 인증 요청 메시지를 Name List 데이터베이

스의 사용자 정보 테이블과 매칭 시키는 에이 트이

다. 이러한 매칭 작업에 의해 여러 등록되지 않은 

에이 트들이 헬스 어 시스템 안으로 근하여 처

리 속도가 낮은 모바일 장비 상의 의사 에이 트로 

컨텍스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에

서 인증 에이 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인증된 유

 에이 트는 로그인 허용 메시지를 로커 에이

트를 통하여 유  에이 트에게 송신하며, 로그인 

된 유  에이 트가 당, 압, 체지방 컨텍스트를 

컨텍스트 에이 트에 송신하는 것을 허락한다[5].

3.3.3. Context Agent

   컨텍스트 에이 트는 인증된 유  에이 트의 컨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는 에이 트이며, 크게 두 가

지 역할을 한다. 첫째로 컨텍스트 에이 트는 컨텍

스트 정보를 Context Repository에 장한다. 장

된 컨텍스트 정보는 유  에이 트의 요청에 따라 

최근 기록, 는 이  기록 등을 볼 수 있게 유  

에어 트의 컨텍스트 정보를 유지한다. 둘째로 컨텍

스트 에이 트는 DF를 검색하여 한 의사 에이

트를 찾고, 유  에이 트의 컨텍스트 정보를 검

색된 의사 에이 트에게 송한다. DF에는 여러 분

야의 의사 에이 트들이 등록 되어있으며, 컨텍스트 

에이 트는 유  에이 트로부터 받은 당, 압, 

체지방 정보를 바탕으로 DF에 등록된 의사 에이

트  가장 한 의사 에이 트의 에이 트 이름

을 가져와서 에이 트의 이름을 바탕으로 해당 의사 

에이 트에게 직  정보를 송신 한다.

3.3.3. Mobile Caregiver Agent

   모바일 의사 에이 트는 의사 측의 모바일 장비

( 를 들어 PDA등)에 존재하는 에이 트이며, 모바

일 유  에이 트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장비 상에 

에이 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량의 LEAP pjava버

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바일 의사 에이 트들은 

자신의 에이 트 이름과 서비스 타입을 에이 트 

랫폼의 DF에 등록한다. 컨텍스트 에이 트에서 DF

에 등록된 의사 에이 트를 검색하고 합한 의사 

에이 트에게 컨텍스트 정보를 송신하면, 의사 에이

트는 이 컨텍스트 정보를 수신하며, 이 정보를 본 

담당 의사는 진단  처방을 하게된다. 담당 의사의 

진단  처방 정보는 유  에이 트와 일 일 통신

을 통하여 유  에이 트의 PDA에 팝업 형식으로 

뜨게 되며, 마찬가지로 이 진단  처방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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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 Prescription DB에 장되어 유  에

이 트가 원할 때 언제든 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유지, 리된다[2].

4.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에 따라 멀티 에이

트 기반의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 로토타입을 

구  해보았다. 구 을 해 고정 네트워크에서의 

에이 트 랫폼을 한 LEAP j2se 버 과 모바일 

장비에서의 에이 트 생성을 해 LEAP pjava 버

을 사용하 으며, Name List DB와 Context 

Repository, Prescription DB를 SQL Server를 이용

하여 설계하 다. 

(그림 4) 헬스 어 시스템의 Sequence Diagram

(그림 5) 구 한 헬스 어 시스템 로토타입

   우리가 구 한 로토타입에서 에이 트 간의 통

신은 에이 트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하여 개발자

와 사용자에 해 독립 인 에이 트 간 통신 언어

인 FIFA 표  규약인 ACL(Agent Communication 

Language)을 사용하 다. 한 각 에이 트 간의 통

신시 패킷에 한 정의는 가변 길이 패킷으로 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제한된 자원과 

메모리를 가진 모바일 장비에 합하게 설계하 다.

   그림 4는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의 시 스 다이

어그램을 보여주며, 그림 5는 구 한 헬스 어 시스

템의 로토타입을 보여 다[5].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멀티 에이 트를 이용하는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로토타입을 구 하 다. 우리의 아키텍처를 사용

하면 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장비를 이용

해 편리하게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컨텍스트 정보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합한 

의사 에이 트를 찾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다. 따

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DB에 컨텍스트 정보뿐만 아

니라 규칙들도 장시키고, 규칙 엔진을 설계하여, 

규칙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합한 의사 에이 트를 

추론하는 추론 엔진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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