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GF 기반의 모바일 락시를 이용한 u-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  411

DOGF 기반의 모바일 락시를 이용한 u-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

정  창  원
†
․안  동  인

††
․강  민  규

†††
․주  수  종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헬스 어 홈 서비스를 해 가정 내에 설치된 센서/기기로부터 수집된 치, 건강 그리고 쾌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유비쿼

터스 헬스 어를 지원하는 u-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HCIS)을 구 했다. HCIS는 분산자원의 맞춤형 리모델인 분산객체그룹 임워크

(DOGF)를 기반으로 헬스 어 홈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정보, 응용 그리고 장치들을 논리 인 하나 는 그 이상의 단 로 그룹화하고 리한

다. 한 본 시스템은 DOGF의 구성요소인 모바일 락시와 컨텍스트제공자를 통해 가정 내 거주자의 치를 기반으로 연속 인 헬스 어용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주자에게 필요한 상황정보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홈 내에서 제공되는 헬스 어 응

용으로 거주자 치기반의 끊임없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처방⋅주의  스  알림/알람 서비스를 구 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 거주자

가 치한 역의 서비스 장치를 통해 헬스 어 홈 서비스의 수행결과를 보 다.

키워드 :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치기반 서비스, 모바일 락시, 상황인식, 분산객체그룹 임워크

u-Healthcare Context Information System Using Mobile Proxy Based on 

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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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mplemented the u-Healthcare Context Information System (HCIS) supporting ubiquitous healthcare by using location, health 

and titrating environment information collected from sensors/devices equipped in home for healthcare home service. The HCIS is based on 

the 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 (DOGF), a management model which can customize distributed resources, and manages various 

context information, applications and devices as a group in healthcare home environment, as one more logical units. Also, this system 

provides continuous healthcare multimedia service considering a resident's location using Mobile Proxy, and the healthcare context 

information through Context Provider to a resident in home. For verifying execution of our system, we implemented the seamless 

multimedia service based on resident's location and the prescription/advice and schedule notification/alarm service as healthcare applications 

in home. And we showed the executing results of healthcare home service by using service device existed in the residential space on 

which the resident is located according to the healthcare scenario.

Key Words : Healthcare Context Information Service, Location Based on Service, Mobile Proxy, Context Awareness, 

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

1. 서  론 1)

인간의 건강한 삶을 한 헬스 어 서비스는 기존 병원과 

같은 의료기 을 심으로 제공되었지만, 헬스 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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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과 같은 의료기술의 발 ,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출 으로 언제 어디서든 제공되는 유비쿼터스 헬

스 어 서비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1]. 

유비쿼터스 컴퓨 은 물리 인 활동 공간과 가상 자⋅컴

퓨  자원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변 환경 변화에 따

라 동 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컴

퓨  환경으로, 이를 통해 지능화된 실생활 정보 서비스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센서  

스마트 장치들은 사용자 주변의 상황정보를 인지하고 응용

들은 이동하는 사용자에게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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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 Aura Mobiware NetChaser MoCA

Purpose Multimedia Non-Real Time App. Multimedia, Qos General General

Level Application Middleware Middleware Middleware Middleware

Proxy Placement client-side or/and server-side server-side client-side and server-side server-side server-side

Dynamic Adapter Loading Yes Yes Yes No No

Adaptation Selection Programmable Programmable Programmable Programmable Trigger-Rules Configuration

Context Awareness wireless link wireless link wireless link wireless link device & wireless link

Mobility Support None user mobility host mobility user mobility user mobility

Base Skill CORBA COM, RPC CORBA HTTP Java, XML

<표 1> 모바일 락시 기술 분석  비교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리를 한 조작  

활동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건강 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웰빙 라이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헬스 어 홈 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정 내에서 거주자 주변의 상황정보를 통해 선택형 헬

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사용자 치를 기반으로 

자체 인 동작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락시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표 인 연구로 OMG의 CORBA

를 기반으로 연구된 RAPP[2]와 MobiWare[3]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센서, 장치 그리고 응용자원들의 통합

리와 기반정보를 이용한 상황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는 부족한 형편이다. 한 상황인식 시스템으로에 한 연

구로 국내외에서 로토타입 수 의 시스템 개발사례가 있

으나 부분 시스템의 물리 인 환경인 인 라구축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물리 인 환경과 독립 인 소 트웨어 

아키텍처에 을 두어 분산객체그룹 임워크(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 DOGF)[4]기반으로 u-헬스 어 상

황정보 시스템(u-Healthcare Context Information System, 

HCIS)을 제안한다. DOGF를 통해 객체  자원들의 그룹

리, 응용 서비스에 한 응성과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며, 

ON/OFF 센서  스 치[5]를 이용하여 거주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락시를 이용한다. 한 시스템의 수행성

을 확인하게 해, 홈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시스템

의 지원 하에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가 가정 내에 설치

된 모니터나 스피커와 같은 출력장치를 통해 동작되는 과정

을 보인다. 본 시스템은 환자 는 노약자를 상으로 거주

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상태  건강 련 스 , 처

방정보를 체크하여 건강 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우리는 본 시스

템의 련연구에 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u-헬스 어 상

황정보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고, 4장

에서 제시한 시스템으로부터 모바일 락시를 이용한 헬스

어 응용을 통해 헬스 어 홈 서비스의 수행과정을 보인다. 

본 논문에 기술된 연구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내용  방

향을 5장에서 기술한다.

2. 련연구

가정 내에서 유비쿼터스 헬스 어를 해서는 치를 기

반으로 거주자의 인지없이 헬스 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치이동에 따라 거주자에게 연속 인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주변 상황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헬스 어 서비스를 지

원하는 상황인식 기술  헬스 어 지원 센서/기기와 응용

들을 리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모바일 락

시 기술과 련된 상황인식 시스템에 해 기술하고, 제안

한 시스템의 소 트웨어 아키텍처인 분산 객체그룹 임

워크에 해 기술한다.

2.1 모바일 락시 기술

거주자는 가정 내에서 일상 으로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생활 역들 사이를 빈번히 이동한다. 이때 언제, 어디서나 

헬스 어가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 이동성 서비스를 지원

하는 모바일 락시 기술이 필요하며, 표 인 련연구들

은 <표 1>과 같다.

RAPP는 OMG의 CORBA 표  로토콜을 따르며, COBRA 

어 터와 구 객체를 이용한다. RAPP의 개발목 은 스트림 

데이터 안에 락시객체를 용시키고 특정 스트림 필터를 

구 하여 요구되는 역폭에 의해서 QoS가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다. Aura[7]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작업환

경에 따라서 수행 인 태스크를 이동하여 사용자 심의 서

비스를 지원하는 임워크를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는 

사용자의 치정보가 아닌 태스크를 수행하는 장치의 단순

한 치정보를 이용하 고 사용자 환경에 응하여 실시간

으로 태스크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했다. MobiWare는 응  

모바일 서비스, 제어  리를 지원하는 개방 로그래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CORBA 기반의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객체, 신호, 장치제어 모듈 등의 

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러나 호스트 이동성 지원에 을 두어 상황인식 없이 서

비스 상 장치의 QoS를 리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NetChaser[8]는 웹 라우 를 통하여 사용자 이동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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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스템 특  징 비  고

TINA기반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고속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 세션  단말기의 유동성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분산형 인 라 구축

라질 캠피나스 주립 학

가상 홈 환경(Virtual Home 
Environment: VHE)

네트워크 간의 경계나 서로 다른 단말기들 사이의 개인화 서비스 환
경(Personal Service Environment: PSE)

크로아티아 자그  학의 
통신학과

ICEBERG 로젝트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랫폼들과 서비스들을 이용자의 치나 
속 네트워크의 범 와 무 하게 이용자의 개인  취향이나 요구에 
응화된 데이터 서비스의 제공

UC 버클리 학

3C 환경에서 세션 유동성 
확보를 한 시스템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링크와 단말기들을 실시간으로 선택 는 변
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일본 동경 학교

디지털 TV의 에이 트 기반 
개인화 시스템

방송서비스 제공자(Broadcast Service Provider: BSP), 인터랙션 서
비스 제공자(Interaction Service Provider: ISP), 그리고 셋톱박스나 
STB와 같은 단말 기기들의 세 컴퍼 트로 구성. 이용자가 BSP로부
터 스트리  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ISP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이나 
요구에 맞게 피드백을 통하여 조

핀란드의 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신호처리 

연구실

상황인지형 홈 미디어 
스페이스

비디오 컨퍼런스를 한 상설공간 안에서의 직  혹은 묵시 인 
라이버시 조 을 한 다양한 방식들에 한 연구

캐나다 캘거리 학교 산과

의료 환경을 한 음성 
서비스 기반의 

상황인식지원시스템

진료 의사에게 필요한 입원환자에 한 자료를 상황에 맞게 진단 서
비스를 제공

순천향 학

CHIS 시스템
병원내에 모바일 컴퓨  기술을 도입하여 의료진과 간호사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멀티 에이 트를 기반으로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
축하여 병원 구성원의 업무활동을 지원

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of 

Ensenada

<표 2> 표 인 상황인식 시스템

원하고 해당 작업 장치가 변경될 경우 수행 이던 작업을 

이동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했지만, 단지 인터넷 기반

의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실시간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MoCA[9]는 분산응용에서 XML 구성 일에 서술된 트리거 

규칙  락시 명세에 따라 생성되는 동 락시 기술을 

연구했다.  연구는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필요

한 임의의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지만 구

성된 정보의 로딩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황정보가 빈번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합하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된 연구들의 제약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헬스 어 홈 서비스를 해 분산자원의 맞춤

형 리가 가능한 DOGF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동성을 지

원하는 치기반의 모바일 락시 기술을 채용했다.

2.2 상황인식 시스템

상황인식 시스템은 사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컴퓨  환경 

인 라와 유무선 통신 인 라 그리고 센서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시성 있

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한 표 인 시스템 개

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10, 11].

부분의 상황인식 시스템의 연구가 공통 으로 유비쿼터

스 컴퓨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무선 모바일 컴퓨  기술 그리고 

에이 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단말기의 이동성 지원을 한 

기술들이 핵심 기술로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

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구성하는 특정 인 라 즉, 물

리 인 시스템 환경에 의존 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한 소 트웨어 랫폼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질 인 컴퓨 환경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소 트웨어 랫폼 기반의 상황정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3 분산객체그룹 임워크(DOGF)

DOGF는 분산응용을 수행하는 분산자원인 객체  기기/

센서들의 그룹단  수행과 논리 인 분산환경 구축으로 그룹 

내 물리 인 자원간의 분산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소 트

웨어 아키텍처 기술로 그룹 리와 실시간 서비스 지원 컴포

트들로 구성된다. 그룹 리 컴포 트로 그룹 리자(Group 

Manager), 보안모듈(Security), 정보 장소(Information Repository), 

동 바인더(Dynamic Binder)가 존재하고, 이동성  상황정

보 지원 컴포 트인 모바일 락시(Mobile Proxy)와 컨텍스

트제공자(Context Provider)를 포함한다. 한 실시간 서비

스 지원 컴포 트인 실시간 리자(Real-Time Manager)  

스 러(Scheduler)로 구성된다. 그룹 리자는 분산자원들

에 한 그룹생성  삭제와 련된 리기능을 수행하며, 

보안모듈은 분산응용 근에 한 인증  권한부여 기능을 

수행한다. 동 바인더는 복 자원을 포함하는 분산응용의 

가용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서비스 요청 시 최

의 수행성을 보이는 자원에 바인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시간 리자와 스 러는 분산응용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성을 보장해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모바일 락시는 분산응

용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서비스 수

행의 연속성을 지원한다. 컨텍스트제공자는 하드웨어 기기 

 센서들로부터의 상황인식  추론기술을 제공한다. 실시

간 리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마감시간 정보를 달 받아 

시간제약조건을 용하여 서비스 마감시간을 계산 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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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산객체그룹 임워크 구조

러에 실시간 스 링을 요청한다. 스 러는 분산자원

이 수행해야 할 요청 작업들에 한 작업 우선순  리스트

(task priority list)를 가지며, 클라이언트정보와 마감시간정보

를 이용하여 요청 작업들을 실시간 스 링 한다. DOGF 구

성요소의 세부 인 구조와 기능은 [4]를 참조한다. (그림 1)은 

DOGF 구조를 보인다. 본 임워크는 센서/기기가 존재하

는 물리  분산자원들과 이들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기반

으로 서비스되는 분산응용의 간에 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DOGF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홈 내의 치별 생활공간에서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센서  

장치들의 정보를 공간단 로 그룹화하여 치기반의 이동성

을 지원하는 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을 제안한다.

3. DOGF 기반의 u-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HCIS)

HCIS는 DOGF의 지원 서비스인 헬스 어 련 센서/기

기  응용들의 그룹 리  모바일 락시 기능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필요한 헬스 어 서비스를 치 이동의 제약없

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장에서는 HCIS의 구조 

 기능, 지원 서비스를 명세한다.

3.1 HCIS의 구조

HCIS는 거주자의 치를 기반으로 홈 환경의 다양한 상

황정보를 수집하여 헬스 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헬스

어 센서/기기들의 그룹으로 구성된 물리계층(physical layer), 

물리장치와 상  응용 사이의 통신을 책임지고 그룹 리 서

비스를 통해 최 의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DOGF가 

치하는 임워크계층(framework layer)  헬스 어 홈 

서비스 지원용 분산응용들이 존재하는 응용계층(application 

layer)으로 구성된다. DOGF는 헬스 어 지원 자원들을 논

리 인 그룹으로 리하여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가 수

행되도록 지원한다. 가정 내의 물리 인 센서  장치들로

부터 수집된 상황정보는 거주자 치 기반의 헬스 어 서비

스를 해 치정보, 환경정보 그리고 헬스정보로 재구성된

다. (그림 2)는 DOGF 기반의 HCIS의 구조를 보인다.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는 거주

(그림 2) DOGF 기반의 u-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HCIS) 구조

자 치기반의 시간, 공간 그리고 시‧공간의 환경변환에 따

라 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거주

자에게 연속 인 헬스 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3.2 HCIS의 구성요소

본 HCIS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3개의 계층으로 구분

된다. 상 의 응용계층에는 헬스 어 서비스의 요구에 맞추

어 임의의 응용이 치한다. 물리계층 한 임의의 헬스

어 센서/기기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응용계층과 물리계층

을 연결하는 임워크계층인 DOGF의 기능성과 지원 서

비스를 심으로 연구했다. DOGF의 구성요소로 그룹 리자

는 분산 헬스 어 응용  센서/기기들에 한 그룹 리를 

책임진다. 보안모듈은 헬스 어 자원 근에 한 인증  

권한부여 기능을 수행한다. 동 바인더는 복 자원을 포함

하는 헬스 어 응용의 가용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서비스 요청 시 최 의 수행성을 보이는 자원에 바인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락시는 헬스 어 서비스 수행

에 한 가정 내 거주자의 이동성을 지원하여 치기반의 

서비스 수행을 보장하고 연속 인 스트림 서비스를 지원한

(그림 3) 헬스 어 지원 DOGF 구성요소의 클래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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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텍스트제공자는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인식 서비

스를 수행한다. DOGF 구성요소의 세부 속성  기능에 

한 클래스도는 (그림 3)에 제시했다.

3.3 HCIS의 지원 서비스

HCIS는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헬스 어를 한 분

산자원들의 맞춤형 리를 제공하는 그룹  보안서비스와 

치기반의 연속 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 모바일 락시

를 이용한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룹  

보안서비스는 가정 내 임의의 생활 역에서 제공되는 상황

정보  헬스 어 응용을 그룹화 리한다. 서비스 수행 

차로 클라이언트인 거주자에게 제공될 헬스 어 서비스가 

DOGF에 요청되면 그룹 리자, 보안모듈  정보 장소를 

통해서 요청한 헬스 어 서비스 그룹에 한 근권한 검사

하고 사용이 허가된 헬스 어 서비스 자원의 퍼런스를 클

라이언트에게 반환한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헬스 어 서비

스 그룹에 속되어 해당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림 4)는 

그룹 리자와 보안모듈을 이용한 그룹  보안서비스에 

한 상호작용을 도시한ETD를 보인다.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는 가정 내의 거주자 치 변화

에 따라 주변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합한 헬스 어 서비스

를 이동 역에서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사용자 이동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락시를 통하여 제공된다. 즉, 거주자의 

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인지하여 이동 역에 모바일 락시

를 이동시켜 연속 인 헬스 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림 4) 그룹  보안서비스 차

(그림 5) 치기반 서비스 지원 모바일 락시의 수행환경

(그림 6) 모바일 락시를 이용한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 차

(그림 5)는 거주자의 치 이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락시의 

수행 환경을 보인다. A 역의 서비스 행자로서 Mobile 

Proxy-A는 거주자의 이동에 따라 해당 역(site)의 헬스

어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

장한다.

본 HCIS에서의 세부 인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차

를 살펴보면, 거주자의 치변화 시 해당 역의 헬스 어 

인터페이스는 거주자의 이동을 감지하여 그룹 리자에게 통

지한다. 그룹 리자는 모바일 락시에게 거주자가 치한 

역의 헬스 어 인터페이스로 이동하여 연속 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이후 이동된 모바일 락시는 

컨텍스트제공자에게 재 역에서의 상황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면 컨텍스트제공자는 (그림 8)과 (그림 9)의 상황정보 

생성 모델로 만들어진 상황정보를 모바일 락시에게 달하

고, 모바일 락시는 해당 상황정보에 따라 거주자에게 합

한 헬스 어 서비스를 홈 내 역 이동에 계없이 연속

으로 제공한다. 즉, 이동성을 지원하는 수행모듈인 모바일

락시가 거주자의 인지없이 이동 역의 헬스 어 인터페이

스로 이동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그림 6)은 상

황정보 서비스의 수행 차를 보인다.

다음 <표 3>은 헬스 어 상황정보를 제공하기 해 컨텍

스트제공자가 참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정보로 거주자

의 로 일 정보, 치, 건강, 환경과 같은 다양한 센서에 

한 정보와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DOGF의 정

보 장소와 보안객체가 리하는 참조 정보를 포함한다. 이

러한 데이터는 온라인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거나 

리자가 삽입시키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4.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구

HCIS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제안한 시스템을 물리  

분산 환경에 배치하고, 헬스 어 지원 센서/기기로부터 수집

되는 정보를 통해 상황정보 서비스가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

라 수행되는 과정을 보인다.

4.1 서비스 구  환경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를 해 DOGF의 상 에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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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체 설  명 개 체 설  명

사용자 로 일 정보

거주자의 신원을 확인과 거주자의 신상 정보

(거주자의 이름, 액형, 몸무게, 키 등의 신상

정보)

병  정보

거주자의 진단결과에 해당하는 정보를 장(병

명, 담당의사, 간호사, 투약 정보, 주사 정보, 

CT‧Xray 사진)

센서 노드

정보

홈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노드 정보(가 , 

헬스 어 센서, ON/ OFF 스 치, 환경 센서)
스  정보

거주자에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 거주자의 스

을 상기시키기 해 통지할 데이터

그룹 정보
홈 내의 물리 인 역을 그룹화하고 식별하기

한 정보(센서 노드 그룹 ID)
기  정보

거주자의 건강정보나 쾌  환경 정보의 데이터 

값에 한 의사 권고에 기 을 장한 데이터

치 센서

정보

거주자의 치를 악하기 한 센서 노드가 

설치된 치에 한 좌표
서비스 정보

거주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련된 정보(통지 

 응 상황 호출과 같은 서비스)

헬스 정보

개인 건강을 측정하기 해 거주자에게 부착된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 압, 당뇨, 맥박, 체온 

데이터)

통지 서비스

거주자의 건강정보가 정 수치 이상으로 나타

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기 한 정보(보호자 

E-mail, 화번호)

쾌  환경

정보

정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해 가정 내에 설

치되어 있는 각종 환경센서로부터 수집하기 

한 데이터(온도, 조도, 습도, 소음 데이터)

응  호출

서비스

거주자가 신변에 이상에 따라 담당의사, 보호

자, 병원으로 연락처를 통하여 알리기 한 정

보(E-mail, 화번호)

처방 정보
거주자에게 시․공간에 따라 의사의 처방 정

보, 주의정보를 통지 정보

근권한

정보

보안을 해 사용자, 서비스 수행 객체에 한 

근 제어 리스트 정보

<표 3> 컨텍스트제공자가 참고하는 헬스 어 상황정보 제공을 한 기본 정보

(그림 7) 모바일 락시를 이용한 헬스 어 응용의 수행 과정

어 응용을 구성했다. (그림 7)은 모바일 락시를 이용한 헬

스 어 응용의 구성요소간 상호동작을 보인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처리하기 해 응용의 구  기술로 실시간 객체스

킴인 TMO(Time-triggered Message-triggered Object)를 사

용했다[6].

모바일 락시에서는 TMO 구성요소로 주기  이벤트 특

성을 갖는 두개의 SpM (Spontaneous Methods)이 동작한다. 

Control_SpM은 60ms 주기로 트리거된 상황정보와 치정보

를 Notification_Manager와 Location_Manager로부터 수신한

다. 수신된 거주자 치정보에 따라 모바일 락시는 해당 

역의 헬스 어 인터페이스로 이동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스피커와 같은 헬스 어 인터페이스에서 실행 주기 동안 서비

스될 스트림 데이터를 바이트 단 로 변환하여 패킷으로 구성

한다. Control_SpM은 수신된 상황정보와 스트림정보를 큐 버

퍼에 장하여 Send_SpM에 달한다. Send_SpM은 일정 주

기마다 동작하여 수집된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헬스 어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를 수행되도록 큐 버퍼에 장된 멀티

미디어 스트림을 송한다. 이와 같은 차로 모바일 락시

는 거주자의 이동에 제약없이 연속 인 헬스 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송⋅수신되는 패킷 데이터는 TMO 실

시간 지원기능에 따라 이벤트 메시지[14] 형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동작 데드라인을 반할 경우라도 다음 주기에 수행

됨을 보장한다. 의 수행과정을 통해 헬스 어 응용은 거주

자에게 처방⋅주의  스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 어 응용을 지원하는 HCIS에서의 상황정보 생성방

법으로 W4H 상황정보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벤트 

규칙을 (그림 8)과 (그림 9)에 제시했다[15].

 모델에서는 로 일로부터 거주자 이름정보를 의미하

는 <who>와 이벤트 발생 치정보인 <where>, 이벤트 발생 

시간인 <when>, 서비스되는 상황정보를 의미하는 <what>,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출력형식을 의미하는 <how>로부터 시

간과 공간 기반의 상황정보가 생성된다.

(그림 9)의 이벤트 규칙에 맞추어 본 헬스 어 응용에서 시

(그림 8) 상황정보 모델

(그림 9) 상황정보 기반의 이벤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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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간, 공간  시‧공간 기반 상황인식 과정

(그림 11)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 환경

간, 공간 그리고 시⋅공간 정보기반에 상황정보가 활성화 

되도록 하 다. 즉, 거주자가 지정한 이벤트 규칙(r1∧r2∧

r3)에 따라 상황정보가 활성화 된다. 

아래 (그림 10)은 시간  공간 그리고 시‧공간 정보를 이

벤트 규칙에 용시켜 텍스트 는 음성을 통한 알림서비스

가 수행되는 결과를 보인다. 를 들어서 “Context(Any, Any, 

07:30, < 당을 체크하세요>, Voice)”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HCIS는 거주자에게 오  7시 30분에 “ 당을 체크 하세요”라

는 건강 알림정보를 텍스트형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1)은 제안한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의 물리  수행

환경을 나타낸다. 시스템 “yellow”에는 거주자의 치정보 수집

을 한 ON/OFF 센서  스 치보드와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

된 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이 존재한다. 홈 내의 거주자의 

치추   헬스 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상황정보 모니터링 시

스템은 시스템 “white”에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헬스 어 상황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기 해 모바일 락시가 이동할 동일한 서

비스 환경의 헬스 어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3개 존재한다.

4.2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12)는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성을 확인하

기 해 일반 아 트를 기 으로  모델링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헬스 어 서비스 시나리오를 보인다. 본 모델에서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는 실버 아 트의 거주자인 독거

노인을 상으로 하여 일일 스  리마인더, 개인 처방/알

림 그리고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자는 Space- 

A(Living room, Kitchen), Space-B(Bedroom), Space-C 

(Bathroom, Porch)와 같은 홈 내를 물리 인 역을 이동한

다. 각 역의 헬스 어 인터페이스로는 각각 모니터와 스

피커가 존재한다. 거주자가 아침 7시에 기상시간에 맞춰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거주자의 상쾌한 기분을 한 

클래식 음악이 치한 역의 스피커에서 출력된다. 아침 7

시 30분에 압측정 음성 메시지가 스피커를 통해서 달된

다. 그리고 아침 8시 부엌에서 조식에 한 건강식단을 모

니터에 출력한다. 오후 1시에 식식사 후 당뇨수치를 검사

하도록 알려 다. 오후 3시에는 홈 서버에 입력된 스 링 

정보에 따라 오후 4시에 병원진료 약정보를 모니터를 통

해 알려 다. 이때 병원의 진료 결과에 따라 거주자는 내일 

내시경 검사가 약되어 있다. 거주자가 냉장고 문을 열면 

내시경 검사 일정과 식을 음성 메시지로 달한다. 뉴스

를 보기 해 거실로 이동했을 때 거실의 온도‧습도를 모니

터를 통해서 알려 다. 욕실로 들어가면 재 욕조의 수온

이 18도이고 정수온은 25도라는 음성 메시지를 달하고 

한 취침 에 밤 10시 부엌에 오면 가스벨  확인 메시지

를 알려 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에서 상황

(그림 12)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 홈 환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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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주기 (ms) 패킷크기 (byte) 동기화 지연시간 (ms) 비고

40 1764 43.676 시스템 부하 문제 발생

60 2646 65.514 서비스 가능

80 3528 87.352 지연시간

100 4410 109.190 네트워크 역폭 문제

120 5292 131.028 네트워크 역폭 문제

<표 4> 동작주기와 패킷크기에 한 동기화 지연시간 결과

에 합한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수행결과를 보인다. 

4.3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결과

우리가 개발한 HCIS에서 거주자의 이동 치는 가정 내에 

설치된 ON/OFF 스 치  센서보드로부터 수신된 신호로 

악되며 그 결과를 GUI에서 확인한다. (그림 13)은 ON/OFF 

스 치/센서로부터 수신된 치정보와 각 서비스 수행을 담

당하는 TMO의 동작결과를 보인다.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세 역에서 이벤트에 따라 서비스 수행과정을 나타내고 상

황정보 서비스 이벤트가 발생한 시 의 시간, 제공되는 

치 역정보와 역시간을 함께 나타냈다. 서버로부터 연결

되어 이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한 역에 시나

리오에 따라 각각 Piano, Violin, Cello로 연주된 동일한 곡

의 음원을 출력하 다. 즉, 거주자의 치가 변경되면 이벤

트 역에 치한 헬스 어 인터페이스에서 서버로 다시 서

비스 정보를 요청한다. ➀에서 보이는 동작과정에 따라, 거

주자가 치한 역의 이벤트 정보에 따라 헬스 어 상황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 다. ➁,➂,➃는 역단 로 치한 헬스

어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정보에 따라 수행됨을 확인하

다. 거주자의 치가 다른 역으로 이동하면, 거주자가 

지정한 음원이 재 치한 역에는 Violin 신에 Piano 

음원이 출력되어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합한 수행객체가 

이동하여 연속 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행하 다.

그리고 거주자가 이동에 따라 치한 헬스 어 인터페이

스들 사이에서 각각의 수행객체들이 해당 역에 이동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각 역의 동일한 시 에서 역시간을 통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최소한의 각 역에 한 시 

(그림 13) TMO 기반의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결과

간차이를 얻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역 시간

차이를 동기화 지연시간(synchronization delay time)으로 정

의하 다. 서버와 연결된 헬스 어 인터페이스에 동기화에 

하게 맞추기 해서 다음 동기화 지연시간을 조건에 따

라 실험했다. 이 부분은 한곡에 한 같은 실행시 의 동작

을 캡처하여 ➄에서 확인하 다. 

따라서 역마다 치한 헬스 어 인터페이스에서 실행한 

결과는 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기화 지연시간 오차범 는 

최소 29.901ms에서 최  99.271ms 사이고 평균 65.514ms값

을 확인하 다. 테스트 방법은 실시간 특성을 갖는 응용객

체의 동작주기, 달되는 패킷크기를 조건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한 역에서 발생한 역시간으로 이용하여 동기화 지

연시간을 다음 <표 4>에서 나타냈다.

동작주기와 패킷크기에 따라 동기화 지연시간은 동작주기 

약 80ms 까지는  비례 으로 증가를 보이지만, 상 으

로 네트워크 환경과 시스템 부하 문제에 향으로 수행능력

이 감하 다. 테스트 결과로는 동작주기 40ms 에서 수행

은 컴퓨터 부하 문제로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80ms 이상에서는 네트워크 역폭 문제로 인하여 스트림 

데이터 송이 불안정하 다. 따라서  실험을 통하여 

합한 주기와 패킷크기를 60ms에서 동작주기를 설정하고 패

킷크기는 2646Byte 로 설정하 다. 

(그림 14)는 동작 주기에 따라 동기화 지연시간을 그래

로 나타냈다. 주기 수치 60ms 이후에는 주기가 길어지면서 

동기화 지연시간에 한 기울기가 높아진다. 네트워크의 

역폭과 시스템의 부하문제로 인하여 60ms 이후에는 오차범

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5)는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헬스 어 상황정보 서

비스의 수행 모니터링 GUI를 보인다.  

(그림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 홈 역에 거주자의 

치  시간정보에 따라 정의된 헬스 어 서비스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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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역시간을 고려한 동기화 지연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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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헬스 어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결과 GUI

(그림 16) 헬스 어 상황정보 시스템 물리 인 환경

되어 거주자에게 헬스 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그

림에서 ①,➁,➂은 각각의 역에서 홈 내의 거주자의 치

에 따라 상황인식을 통한 헬스 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

공되는 화면이다. 즉, 재 거주자가 치한 Living room

역의 헬스 어 인터페이스로 이동한 모바일 락시가 ➁를 

활성화 시켜 정의된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거

주자에게 오늘 오후 4시에 진료 약이 있음을 통지한다. 

➃에는 거주자의 음악치료와 같은 헬스 어 멀티미디어 서

비스에 한 기본정보가 표시된다. ➄에서는 거주자가 치

한 역을 활성시켜 확인할 수 있다. 재 거실에 치하여 

다른 역의 패 은 비활성으로 표시된다. ➅은 지정된 

역에 거주자가 역단  별로 머문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16)은 제안하는 유비쿼터스 헬스 어 상황정보 시

스템의 물리 인 시스템 환경을 보이고 있다. 홈 거주자의 

치 특히 거주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락시를 이

용하여 이동에 제약 없이 연속 인 유비쿼터스 헬스 어 상

황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을 검증하 다.

5. 결  론

유비쿼터스 환경은 헬스 어 서비스 개념을 병원에서의 

문 인 치료에서 자가치료, 내치료, 원격치료 그리고 

방치료의 개념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람의 

개인공간과 물리공간에 헬스 어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동성

을 지원하는 가정 내 거주자 맞춤형 헬스 어 서비스가 제

공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해서 

분산객체그룹 임워크(DOGF)의 모바일 락시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정보에 한 그룹 리와 상황인식을 통해 연속

인 헬스 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u-헬스 어 상황정보 시

스템(HCIS)을 제안했다. 한 시스템의 수행성 검증을 해, 

헬스 어 응용으로 사용자 치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처방⋅주의  스  알림 서비스를 구 했으며, 시나리오

에 따라 거주자가 치한 역의 서비스 장치를 통해 헬스

어 홈 서비스의 수행결과를 보 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제

안한 시스템이 치, 건강 그리고 쾌 환경과 같은 상황정

보를 고려하여 거주자의 인지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

상태  스 , 처방정보를 상기시켜 유비쿼터스 헬스 어

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향후 연구로는 지능 인 상황인식 과정을 용하여 자동

, 응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알고리즘과 PDA나 

이동형 단말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 헬스 어 상황정보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바일 에이 트 기반의 헬스 어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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