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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 우리나라 휴 폰 가입자는 4500만 명을 넘어서 1인 1휴 화 시 에 돌입했다. 그래서 휴

폰을 이용하여 건강을 체크한다면 인들의 식습 , 만성질병, 생활습 이 개선될 망이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건강 리 서버는 사람들의 건강을 손쉽게 체크하여 미리 병을 방하고 건강 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휴 폰에 용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걸음 수, 이동속도, 이동 거리 등

의 사용자 운동량 정보를 악 할 수 있다. 휴 폰에서 수집된 운동량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정보를 

리하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건강기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손쉽게 웰빙을 추구할 수 있다.

1. 서론

   인들은 바쁜 직장생활로 인하여 잘못된 식습 , 만

성피로에 시달려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한 자가 건강 

리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을 개선하고자 만보기 기

능이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거리와 목표 운동량을 

설정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1]. 구 된 사례의 실행 

방법을 소개하겠다. 운동화 깔창 아래에 무선송신기를 장

착한 압력센서를 삽입한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걷거나 달

릴 때 걸음 수 정보를 외부로 송출하는 획기 인 시스템 

이다. 그러나 보완해야할 여러 가지 단 이 있다. 첫 번째

로, 사용자는 애 의 아이팟(iPod)을 가지고 센서의 정보

를 수집하게 되는데 무선신호의 수신을 해 아이팟 에는 

별도의 수신 액세서리가 장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두 번째로, 운동화에 삽입하는 무선센서의 배터리가 소진

되면 제품을 통째로 재 구매해야 한다는 이다. 수명은 1

년 정도라고 한다. 세 번째,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이 연결

된 PC로 옮긴 후 서버로 업로드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한 센서가 부착된 운동화를 어떤 곳으로 이동하던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

여 지원받았음. (과제고유번호: A040163)

지 항상 신고 다녀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본 논문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 폰에 만보기 기능

을 탑재해 제시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에 리 보 된 휴 폰을 이용하여 건강을 체크한

다면 인들의 식습 , 만성질병, 생활습 이 개선될 

망이다 [2]. 한, 리 보 된 PC를 사용하여 휴 폰에서 

기록된 정보를 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달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건강을 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질

병을 사 에 방할 수 있다 [3].  

   화면 자동회  기능과 카메라 셔터 손 떨림 방지 기능

이 휴 폰의 기본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

고  많은 휴 폰에 가속도센서가 장착되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휴 폰에 기 장착된 가속도 센서의 활용도

를 건강, 의료 분야의 서비스로 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한

다. 일정시간 동안의 는 하루 동안의 걸음 수, 이동속도, 

운동량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SMS 메시지로 서버에서 송하여 다양한 건강, 

의료 서비스를 휴 폰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의 걸음 수 정보가 서버로 보

내지면 서버는 사용자 별로 걸음 수 데이터를 장하고 

이를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신장, 체 , 식습 )과 연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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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바일(클라이언트) 모듈 구조

여 유용한 건강, 의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2장에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유비쿼터

스 헬스 어시스템을 참고한다 [5].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서버와 센서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 리 

서버를 비교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무선건강 리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무

선건강 리 서버/클라이언트 구 에 해 알아본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설명한다.

2. 휴 폰을 활용한 센서 네트워크 [5]

2.1 휴 폰 기반의 건강 리시스템을 한 무선센서네트워

    크 시스템 구조 [5]

(그림 1)처럼 IEEE 802.11b(g) 기반의 센서노드를 사용하

여 기존의 AP를 이용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도 있고, 주변에 AP가 없을 경우 센서노드간의 Ad-Hoc 

네트워킹을 통하여 베이스노드로 동작하는 센서노드로 데

이터를 송한다 [6]. 그래서 휴 폰을 이용하는 CDMA망

을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가 달된다. 이때 AP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각 센서노드들과 AP는 스타토폴로지형태의 

네트워크구조가 형성되어 각 센서노드들은 AP와 직 통

신을 하게 된다. AP없이 동작하는 경우에는 각 노드들 간

에 AD-HOC 모드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참조한 연구 

결과로 휴 폰 어 리 이션  무선 센서노드의 데이터

통신 신뢰도를 확인하 다 [5]. 그러나 센서노드를 사용하

지 않는 기술  방법으로, 휴 폰을 직  클라이언트로 구

할 계획이다. 그래서 센서노드 설치의 불편함 없이 만보

기 기능이 내장된 휴 폰을 사용하여 운동량을 서버로 

송한다.

 

(그림 1) 휴 폰을 활용한 센서네트워크 [5]

3. 무선 건강 리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3.1 무선 건강 리 서버/클라이언트 체 구조

   

(그림 2)는 서버/클라이언트의 체 구조이다. 만보기 기

능을 탑재한 휴 폰은 주기 으로 그 동안 수집한 걸음 

수 정보를 서버로 송한다. 이런 송 작업은 미리 정해

진 주기에 맞춰 주기 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는 사용자

의 요청이나 요구에 따라 임의 시 에 행해지기도 한다. 

사용자의 걸음 수 정보가 서버로 보내지면 서버는 사용자 

별로 걸음 수 데이터를 장하고 이를 여러 가지 기본 정

보들(몸무게, 체 , 식습 )과 연동하여 유용한 건강, 의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그림 2) 무선 건강 리 서버/클라이언트 체 구조

3.2 모바일(클라이언트) 모듈 

   (그림 3)에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서 만보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메뉴를 통해서 목표 운동

량(Goals Setting)을 설정하여 운동량(걸음 수, 걸음 속도, 

이동 거리)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User) 부분은 사용

자와 모바일(클라이언트)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 커넥션 

컨트롤(Connection Control)은 서버에서 얻은 정보와 모바

일에 기록된 정보를 처리한다. 모바일 컨트롤(Mobile 

Control)은 커넥션 컨트롤과 사용자 사이에서 정보를 달

하는 역할을 한다. View Change 에서는 모바일 컨트롤에

서 받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Error Control은 모바일 체에 한 에러 메시지와 같은 

반 인 에러를 처리한다. Data Save는 Connection 

Control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 Mobile Control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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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모바일 메모리에 장한다. Data Load는 모바일 메

모리에 장된 데이터를 가져온다.

3.3 건강 리 서버 모듈

   (그림 4)에서 건강 리 서버의 요 기능은 모바일에서 

송된 정보를 수신하여 Data를 처리한다. 그리고 수신된 

정보를 다시 모바일로 송한다.

   건강 리서버의 세부 기능을 살펴보겠다. Server/Client 

Interface는 모바일(클라이언트)과 속을 유지한다. 그리

고 모바일에 장된 정보를 서버로 송하거나, 서버에서 

송된 정보를 수신한다. DB Manager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사용자 정보와 기록된 운동량 정보를 가지고 와서 

Client Manger 로 정보를 송/수신한다. Client Manager는 

모바일에서부터 수신된 정보를 DB Manager 에게 보내어 

일/월/연 별로 운동량 기록을 처리한다. 한, Client 

Manager는 Data Manager에게 정보를 송하면 Data 

Manager는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 운동량을 충족 

했는지를 처리한다. 처리 후, 데이터를 Client Manager 에

게 송한다.

(그림 4) 건강 리 서버 모듈 구조

3.4 만보기 S/W 시스템 흐름도

(그림 5) 만보기 S/W 시스템 흐름도

   가속도센서 칩에서 나오는 샘 단 로 처리(Real-time 

Process)가 가능하지만,  력 모드에서는 처리가 어려

우므로, 일 처리(Batch Process)도 병행한다. 즉, 한 번에 

처리할 데이터의 샘 (sample) 개수는 일정할 필요가 없

으며, 처리가 필요할 때까지 모인 데이터를 송하면 된

다. 일반 으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CPU는  력

모드 (Sleep 모드)가 지원되며 이때에도 가속도센서 칩에

서 주기 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로세서가  력 모드에 있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여 장하고, 일정 시간 후에  력 모드에서 빠

져 나온 후 그 동안 모인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3.5 무선건강 리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베이스구조

   사용자는 서버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로그인을 수행

해야만 휴 폰에서 송된 운동 정보(걸음 수, 걸음속도, 

목표 운동량, 소모된 칼로리, 일/주/월별 운동량)확인이 가

능하다. 리자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추가/삭제/수정 할 

수 있다. 한 (그림 6)에서 목표설정(Goals) 테이블을 확

인해 보면 운동시간, 소모 칼로리, 걸음 수, 걸음 속도 속

성이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리고 Record 테이블에서 일/별/년 별로 운동량이 장된

다. Fat_Check 테이블을 만들어서 회원의 기본정보(체 , 

신장)를 바탕으로 비만도 체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 테

이블에서 Primary Key는 회원 아이디(member_id) 이다.

   모바일(클라이언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테이블

에서 Primary Key는 회원 아이디(member_id) 이다. 모바

일에서 목표 운동량(Goals)을 설정 가능하다. 그리고 운동

정보가 Record 테이블에 장되고 비만도가 측정 가능하

도록 Fat_Check 테이블을 구성하 다.

(그림 6) 건강 리 서버/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구조

4. 무선 건강 리 서버/클라이언트 구

4.1 구  환경

   클라이언트는 SK-VM 기반 환경으로 구  했다. 

SK-VM은 SK-Telecom에서 Clean room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J2ME(Java 2 Miro Edition) 자바 실행 환경으로 

가상머신  단말확장 UI, 네트워크, IO를 포함하는 클래

스 라이 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선이동단말기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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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로그램을 다운로드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한다. [7]. Window XP Professional 에 SK-VM 1.3.5를 

설치하고 Phone_Emul_64kc 에뮬 이터에서 테스트 한다 

 [8]. 서버는 Window Professional, JDK 1.6을 사용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5.1.31, 그리고 JDBC를 지원하는 

mysql-connector-java-3.0.14-production-bin. jar를 사용

하 다 [9][10]. 

4.2 건강 리 서버 이아웃 로토타입 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건강 리 서버 구 의 핵심 기

능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정보와 운동기록을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읽어 오는 기능이다. 한, 서버에서 운

동기록과 비만도 체크 기록을 모바일(클라이언트로)로 

송하는 기능도 요하다.

(그림 7) 건강 리 서버 메인 페이지

(그림 8) 건강 리 서버 회원가입 페이지

(그림 9) 건강 리 서버 운동 기록 결과 페이지

   (그림 7)을 보면 건강 리 서버의 메인 화면을 확인 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반 인 메뉴를 선택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8)와 같이 회원 가입을 

통해서 건강 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림 9)

를 통해서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일/주/월/년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기존의 서버와 모바일(클라이언트) 사이의 

인터페이스 구축에 한 연구를 조사하 다. 그 결과 기타 

장비의 설치 없이 서버와 모바일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래서 만보기 기능이 내장된 

모바일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내용은 건강

리 서버의 메인 페이지, 회원가입/수정/삭제, 운동결과를 

기록하는 이아웃을 구 하 다. 

   앞으로 만보기 기능이 내장된 모바일(클라이언트)을 구

축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미들웨어가 구  되어야 한다. 한, 기타 장비의 설치 없

이 서버와 모바일(클라이언트)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구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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