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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 분야는 환자 데이터를 무선으로 달하는 모바일 헬스 어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재 환자에게 지원하는 메시지는 특정 환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당뇨환자이나 임신부와 같은 정기

인 환자 리를 도와주는 헬스 어 시스템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PAN의 네트워킹  

데이터 송방식과 응용 임워크를 용하여, 특히 임신부를 상으로 임신확인부터 주기별 건강

리, 태아움직임, 태교  건강상식 등을 리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헬스 어 스 링 애 리 이션

을 제안하 다.

 

1. 서론

   최근 정보통신의 발 으로  사회는 유비쿼터스 시

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통신 산업 분야는 무선 통신

을 최 한 활용하고 네트워크의 효율  구축이 필요한 유

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1].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로 WLAN이나 

CDMA망과 연계하여 더 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가 있다[2].

의료 분야 에서는 헬스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진

단 데이터를 환자 스마트폰에 송하여 열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헬스 어 시스템을 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기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임신부를 상으로, 임신 의 활동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련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 시스

템 설계, 4장에서 시스템 구 을 제시하고, 5장에서 비교

평가,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1 WPAN

   WPAN은 언제, 어디서나, 구나 정보통신의 혜택을 

릴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 를 실 하기 한 네트워킹 

요소기술로서 력/소형/ 가격의 특징을 보장하기 

한 다양한 응용 임워크, 네트워킹  데이터 송방식

에 한 기술로서 60GHz mmW WPAN, Low-Rate 

WPAN, WiMedia UWB, 이동통신 블루투스 등의 요소기

술을 포함하고 있다[3].

2.2 개인화(Personalization)

   개인화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인 소비자의 필요나 

사용 목 에 알맞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World Wide Web 환경에서 용된다. 즉, 웹 환경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나 컨텐츠 등을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 으

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것만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업에게는 조직과 종업원에게 들어

가는 비용을 감시켜 주고,  고객에게는 자신에게 딱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만을 한 사이버 비서가 존재

한다는 느낌을  수 있는 것이다[4].[5]

   재, 개인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화 페이지(Personalized Homepage)와 개인화 검색

(Personalized Search)을 들 수 있다.

3.1 시스템 흐름도

그림 2에 나타낸 본 시스템은 병원서버에서 DB에 장

된 임신부의 데이터를 의사에게 송하여 진단하는데 도

움을 주며, 임신부는 WPAN을 통해 데이터를 송받아 

스마트폰으로 해당 주기에 맞는 정보와 알림사항을 메세

지로 송받도록 지원한다. 해당 데이터를 받은 임신부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 제공하는 4가지 기능인 스

링(Scheduling), 엔터테인먼트(Entert- ainments), 식단

(Meals), 임신부 지식(Knowledges)기능에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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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원환경 시스템 아키텍처

받는다.

(그림 1) 사용자 진단 데이터에 송 구조도

시스템의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먼  임신부 상의 

내역을 병원서버에 가져오기 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사

가 진단한 상을 검색하게 된다. 서버에서 찾은 데이터를 

읽어와 처리를 통하여 가공하여 해당 담당의에게 볼 수 

있게 하며, 한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어 임신부의 스마트

폰에 달하게 된다. 

스 링을 통해 이  검진 내역과 앞으로의 검진 내역

을 확인 할 수가 있고, 재 주기에 해야 하는 운동 리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나 하루 섭취량을 리하는 식단, 기본

으로 알아 둬야 할 지식을 제공하는 임신부 정보들을 

스마트폰 서비스로 사용하게 된다. 임신부는 송받은 데

이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스마트폰 웹 서비

스를 이용하여 임신주기 기부터 재까지의 진단내역들

을 열람 할 수가 있다.

3.2 시스템 구성 모델

그림 4는 임신부에게 송된 데이터를 스마트폰 기기로 

보는 과정을 시스템 구성모델로 표 한 것이다. 하 계층

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과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기 한 Mobile Platform으로 되어 있다. 상 계층인 

Application은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말하

며, 병원서버로 부터 데이터를 송받기 한 Data 

Receiver가 있고, 데이터를 가공 하기 해 Pre-Processing

을 수행하며, Pre-Processing된 데이터를 볼수 있도록 

Display를 할수 있게 된다. 

자신의 해당 스 링에 맞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체력

유지를 해 체   체력 리를 하고, 식단의 조정이 있

어야 하는지의 유무를 알기 해서 비만도 측정을 하며, 

주기에 맞는 운동을 체계 으로 할 수 있도록 운동시간을 

리해주며, 태아의 태교를 해 음악을 들려주거나, 서

을 읽고, 상을 확인하는 컨텐츠 제공을 수행 한다. 

임신부 지식에서 임신부의 상식이나 앞으로 아이를 낳

아서 육아 리를 한 지식을 해 임신부, 비엄마 상식

을 제공하며, 상치 못한 사고로 유산을 하거나 질병을 

얻어 조숙아를 낳는 등 의 사고를 미리 방하기 한 사

례 제공도 하며, 무 방 한 지식을 일일 찾아보기가 힘

들기 때문에 검색기능과, 해당 정보의 스크랩 기능을 부여

하 다.

4. 시스템 구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스마트폰 기기로는 스마트 폰

을 사용하 으며, OS는 Android이다. 직  스마트 폰에 

탑재하기 에 Android 시뮬 이터인 Android 2.1을 컴퓨

터로 작업하 는데, 컴퓨터의 사양은 AMD Tur퓨터로(tm) 

X2 Ultra Dual-Cdr기 에 탑재하기 ZM-85 2.30GHz, 2GB RAM

이며, 운 체제는 Windows XP SP3를 사용하 다.

그림 5는 병원서버에 임신부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송받아 애 리 이션이 수행하는 메인 화면 알고리즘이다. 

p(period), data[]를 사용자기기에 송받아 애 리 이션

의 정보구성을 하게 된다. 주기를 토 로 애 리 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p로 인한 data[]를 필터 하게 된다. 

병원에서 송받은 데이터  태아의 상태정보를 출력하

기 해 p와 함께 data[]안에 있는 태아의 사진을 pic에 

입력하게 된다. 일반 임신부가 태아의 사진을 보고 이상이 

없는지 별하기에 역부족 이므로 사진과 함께 하단에 상

태를 출력한다. 상태 출력은 일반 인 태아의 상태를 설명

하게 되는데 sta에 넣게 된다. 최종 으로 이 3개의 함수

를 화면에 출력하기 해 p, pic, sta를 출력한다. 그런 상

태를 보고 사용자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까지 해당 

화면에 기하도록 Wait상태를 유지한다. 사용자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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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 스 링, 콘텐츠, 식단, 상식 환해 사용할 수 있

도록 switch(menu)를 사용해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 기본 화면 알고리즘

그림 6는 애 리 이션에서 사용자에 맞춤 추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추천모델 학습 알고리즘이다. M은 

일반인이 사 에 시멘틱 웹을 사용하기 해 학습된 기 

모델이다. 즉, 사 에 일반인 상으로 학습한 표  모델

이 되겠다. 학습모델 함수 learningModel()은 먼  if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별하게 된다. 새로운 값

이 있으면 여러 조건의 경우가 많으면 좀더 사용자에 

한 추천을 할 수 있으므로 임신 여성의 민감한 감성을 

고려해 재 날씨의 데이터를 가져와 W인 날씨 정보를 

얻고, 사용자가 직  기술한다. 이어 analysis 모델D[]인 

배열함수를 가지게 되며,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콘텐츠의 

종류들과 사용횟수를 Load하여 Data[]의 배열에 삽입 한

다. Feedback을 수행하게 될때는 M의 성능에 향을 미

치는게 되고, 함수 W, D[], C[]로 인해 M의 아이템들로부

터 Threshold를 조 해 추천하게 된다.

(그림 4) 추천학습 모델 알고리즘

(그림 5) 구  화면

스마트폰의 화면에 보이는 화면구성은 그림 7과 같다. 

메인화면은 화면상단은 임신주기 기간에 따라 태아가 성

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아 이모티콘을 넣었고, 재 주

기와 태아 상태 이력이 나오게 된다. 하단은 애 리 이션

에서 제공하는 4가지 기능인 스 링, 엔터테인먼트, 식

단, 임신부 지식에 버튼 아이콘으로 구성하 다.

5. 비교 평가

표 1에서는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Web1.0기반의 웹 

서비스와 시멘틱웹 방식을 사용한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RISS), 논문에서 제안한 스 링 서비스 모델링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표 1> 일반 웹 서비스 와 시멘틱 웹 서비스, 본 

연구의 비교 평가

6. 결론

최근 스마트폰 헬스 어 시스템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스마트폰 헬스 어 시스템들이 개발 되

고 있다. 하지만 정기 인 리를 요구하는 환자들을 지원

하는 헬스 어 시스템이 부족한게 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PAN의 네트워킹  데이터 

송방식과 응용 임워크를 용하여, 특히 임신부를 

상으로 임신확인부터 주기별 건강 리, 태아움직임, 태

교  건강상식 등을 리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헬스

어 스 링 애 리 이션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사용

자에 기반한 개인화 정보를 수집, 리, 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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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학습을 통한 최 의 헬스 어 스 쥴링이 가능하

도록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태아와 임신부의 친 감의 증 시

키기 해 태아 심장박동 소리를 출력하고 진동을 송할 

수 있는 모델링을 추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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