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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 되고 최근엔 인간의 신체에 부착되어 스마트 컴퓨 이 가능한 Wearable 

Device 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한 인간의 환경 , 유  요인으로 인해 기미, 여드름, 아토피, 두피 트

러블 등의 피부 질환들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료를 한 개인의 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따라 피부 미용과 련된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분석하고, 리할 수 있는 높은 휴 성과 진단 정확

성을 가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반의 스마트 헬스 어 이미징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oT를 기반으로 수분  UV 센서를 활용한 Wearable Device인 스마트 미밴드 H/W  센서 

정보 모니터링 S/W를 결합한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Today all kinds of smart devices are being developed with various researches on wearable devices that support smart computing on the human 

body. Skin diseases continue to rise including freckles, pimples, atopy, and scalp trouble due to the environmental and genetic factors, and people 

pay bigger medical bills to treat their skin diseases. There is thus a need to develop a smart-phone or table-based smart healthcare imaging system 

of high portability and diagnostic accuracy capable of analyzing and managing various skin problems related to skin care.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system combining the Smart Mi Band, a wearable device using moisture and UV sensors based on IoT, on the hardware part with the 

sensor information monitorin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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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에 비해 비약 으로 발달된 오늘날의 컴퓨터는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를 융합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로 묶는 결과를 래하 다. 컴퓨터의 소형화는 스마

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 역을 창출하 고 디바

이스와 련된 스마트 기기의 발 을 가져왔다. 재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 되고 최근엔 인간의 신체에 

부착되어 스마트 컴퓨 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술은 “정보통신 

디바이스를 인간의 소목, 머리, 팔, 목 등 목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디바이스로 만드는 기술”로 소형 부

품과 박막형의 서블(Flexible) 디스 이, 스마

트 센서,  력 무선 통신, 모바일 운  체제 드 정

보통신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시계, 안경, 옷, 

헬멧 등에 목되어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컴퓨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수많은 

학계에서 연구 [1-6]이며, 이동통신사를 이용한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7-8]

는 인간의 신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헬스

어와 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헬스

어는 신체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체정보를 가공하여 련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장 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는 헬스 어 뿐만 아니라 피부

와 련된 정보 활용부분이 새롭게 각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 문가들과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피

부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은 비용으로 언제 어

디서나 피부 진단과 리를 할 수 있는 헬스 어 기

기의 상용화의 필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미 상당수의 연구들이 이러한 추세에 따라 피부 

진단  리용 스마트 이미지 디바이스 개발에 뛰어

들고 있었다. 한 환경 , 유  요인으로 인해 기

미, 여드름, 아토피, 두피 트러블 등의 피부 질환들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료를 한 개인의 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부 미용

과 련된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분석하고, 리할 수 

있는 높은 휴 성과 진단 정확성을 가진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기반의 스마트 헬스 어[9] 이미징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피부 수분  

자외선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밴드 H/W  측정 데

이터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S/W를 

제안한다. 손목형 밴드 타입의 스마트 밴드 H/W는 

피부 수분 지수 측정과 자외선 지수를 측정할 수 있

는 센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측정 정보 송을 하여 

Beacon 통신 회로를 포함한다. 스마트 밴드 데이터 

모니터링 S/W는 사용자의 측정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모바일, 웹, 리자 인터페이스를 구

분하여 제안한다.

Ⅱ. 련연구

[1]의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종류인 스

마트 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을 리해주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T

V를 이용 운동 정보를 장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운동의 종류를 5가지로 

구성하 으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운동을 할 수 있

도록 하 다. 스마트 밴드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 센

서를 활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게 되고 와이 이 모

듈을 이용하여 운동정보를 서버에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운동별로 측정범 를 설정하여 운동 횟수

를 계산하 다. 실제로 측정범 에 따라 운동 횟수의 

정확성을 측정하 고 약 1%내외의 오차율을 확인하

다.  

[2]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를 이용한 헬스 어 시스템을 제안

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여 

․유아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유아의 상황에 한 모니터링  알림을 제

공한다. 스마트 밴드는 ․유아의 체온, 심장박동 수,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 밴드에 탑재된 

무선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보호자의 스마트폰

으로 ․유아의 상황정보를 달한다. 스마트폰에 탑

재된 헬스 어 어 리 이션에서는 스마트 밴드로부

터 달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아의 상황정보

에 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고열이나 체온 상태, 

호흡곤란 상태와 같은 보호자의 한 조치가 필요

한 상황에 한 알림을 제공하도록 구 하 다. 

[3]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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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를 측정하고 해당 심박수를 기 으로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 단하여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로마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발 내용에 해 기술

하 다. 사용자의 상태를 악하는 기 이 되는 심박

수는 나이, 성별, 운동습 과 계있으며 사용자의 활

동 상태에 따라 변한다. 시스템의 체 구성은 스마트 

밴드, 제어 어 리 이션, 멀티 자 디퓨 로 구성되

도록 제안하 다. 해당 연구를 통해 시간의 소모 없이 

사용자의 스트 스를 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 시

키는 효과를 확인하고 제시하 다.

Ⅲ.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

3.1 제안하는 시스템 체 구성도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밴드 H/W 

 스마트 밴드 모니터링 시스템 S/W의 체 구성도

이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
Fig. 1 Structure diagram of proposed system 

시스템은 크게 스마트 밴드 H/W와 스마트 밴드 

모니터링 시스템 S/W로 구성된다. 고성능 수분  

외선 측정이 가능한 ICT의 스마트 밴드 시스템 

H/W는 손목 밴드형으로 구성되며, 사용자 피부에 수

분과 선크림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측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피부의 수분측정 값을 할 때 임의의 

출력설정 값을 주어서 타이머에 의해 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켜진 후 잠시 후에 측정기 가능하도록 변수값

을 정해 다. 수분 값을 측정 후에는 력 로그램 

내용으로 기화되도록 하여서 경고 소리와 함께 자

동으로 리셋이 되도록 하여 배터리 소모를 일 수 

있도록 로그램을 설계한다. 수분측정 로그램과 연

동해 자외선 센서를 통하여 피부에 남은 수분 선크림 

양을 측정하여 밴드에 디스 이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스마트 밴드 모니터링 시스템 S/W는 스마트 

밴드에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모바일  웹 서버로 

측정 데이터를 송한다. 송된 데이터는 가공되어 

사용자에게 보여 다. 측정 부 는 얼굴을 기 으로 

이마, 가, 볼, 코, 목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장하게 된다. 한 기간별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앱 리 로그램은 정형화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얼굴 모양의 그래픽 형태인 시각  

GUI도 추가로 설계한다.

3.2 스마트 밴드 H/W 설계

그림 2는 수분  자외선 측정을 한 스마트 밴드 

장치의 MCU 보드 설계 도면이다. MCU 보드의 기능

은 스마트 밴드 장치의 스마트폰과의 통신 기술, 원 

공 을 한 원 컨트롤, IoT를 이용한 센서정보 측

정 회로 기능, 측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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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 밴드 MCU 도면 설계도
Fig. 2 Design of smart band device MCU 

 그림 3은 MCU 원 공 을 한 설계 회로도이

다. 원회로는 MCU Board의  력 사용을 해 

3.3V를 사용하며 상시 충 을 할 수 있도록 Micro U

SB 단자를 추가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함으로

써 경량화  소형화를 실 하 으며 안정 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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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스마트 충 회로를 용하여 시스템의 력 

안정화에 추진한다. 한 상시 충 상태와 충  완료 

상태를 알려주기 한 소형  LED를 설계하여 사용자

가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안정 인 원을 M

CU에 공 하기 해 류 Feedback을 받는 스 칭 

귤 이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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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 컨트롤 도면 설계도
Fig. 3 Design of power control circuit 

  그림 4는 수분  자외선 센서 측정 회로 설계도이

다. 외부 환경의 자외선 강도를 측정하기 해 고효율 

자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의 mV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빠른 응답에 응하고 이를 증폭하기 해서 O

P-AMP 증폭회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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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센서 측정 도면 설계도
Fig. 4 Design of sensor measurement circuit 

  

  한 MCU의 입력 압에 맞추어 0~3V내에서 범

를 설정한다. 자외선 센서에서 자외선 세기를 기  

신호로 변환하여 mV입력신호를 증폭하여 MCU에게 

압으로 세기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환경의 

자외선 강도를 측정하기 해 고효율 자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의 mV신로를 입력으로 받아 빠른 응답

에 응하고 이를 증폭하기 해서 OP-AMP 증폭회

로로 구성한다. 한 MCU의 입력 압에 맞추어 0~3

V내에서 범 를 설정한다. UV 센서에서 자외선 세기

를 기  신호로 변환하여 mV입력신호를 증폭하여 

MCU에게 압으로 세기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림 5는 스마트 밴드 디스 이 설계도이다. 센서로부

터 입력된 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하여 소형 

FND모듈을 활용한다. 력으로 구동하기 해 각 

디스 이마다 시분할하여 이를 순차 으로 표시하

도록 한다.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하여 4채  

Display를 사용하 으며 UV센서의 값을 분석하여 

재상태의 값을 정확하게 달한다. 평소에는 off 되어 

있으며 자외선 신호를 측정하기 해 스 치를 르

면 약 t  후에 값을 분석하여 이를 표시하고 t  후

에 idle mode로 진입하여 모두 off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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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스 이 도면 설계도
Fig. 5 Design of display circuit  

3.3 스마트 밴드 S/W 설계

스마트 밴드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UI, C#기반의 스마트 밴드 통합 리 로그

램 UI, JSP 기반의 웹 UI로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스마트 밴드 S/W 설계는 UML을 기반으로 설계 내

용을 제시한다.

3.3.1 스마트 밴드 모바일 앱

 그림 6은 수분측정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User

가 로그인 요청을 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면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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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로 넘어가게 되고, Home GUI에서 Detection GUI

로의 이동 후 Miband와 연결한다. 연결에 성공할 경

우 측정한 값을 Detection GUI로 송하고 송받은 

데이터를 DB에 장한다. 연결에 실패할 경우 실패 

알림을 띄워 다.

그림 6. 안드로이드기반의 Detection 시 스 
다이어그램

Fig. 6 Detection sequence diagram based on android

 그림 7은 사용자 정보조회 시 스 다이어그램이

다. User가 사용자 정보요청을 할 때 조회할 부 와 

기간을 설정한 후,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온다. 불러

온 데이터를 차트에 띄어주고, 수분값의 평균을 구한

다. 구해진 수분값 평균으로 타입에 맞는 을 DB에

서 불러와 TIP GUI에 띄워 다.

그림 7. 안드로이드기반의 SearchInfo 시 스 
다이어그램

Fig. 7 SearchInfo sequence diagram based on android

그림 8은 스마트 밴드 모바일UI의 설계 클래스 다

이어그램이다. 모바일UI는 사용자가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모든 기능(사용자 정보 조회, , 게시 , 

측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8. 스마트 밴드 모바일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8 Smart band mobile class diagram

3.3.2 스마트 밴드 통합 리 로그램

그림 9는 C# 기반의 스마트 밴드 통합 리 로

그램의 측정 데이터 출력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리자가 btn_lgn_Click 메서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Database의 Measurement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를 Push_data 메서드를 이용하여 수분 데이터, 

자외선 데이터, 측정 날짜 데이터를 그래 의 각 요소

로 추가한 후 그래 를 그린다. 원하는 회원과 얼굴 

부 , 일정 기간을 선택한 후 btn_chartsch_Click 메서

드를 호출하면 Database의 Measurement 테이블에 

원하는 데이터를 Push_data 메서드를 이용하여 수분 

데이터, 자외선 데이터, 측정 날짜 데이터를 그래 의 

각 요소로 추가한 후 그래 를 출력한다.

그림 9. 스마트 밴드 통합 리 시 스 다이어그램(측정 
데이터 출력)

Fig. 9 Smart band management program(class 
diagram)

그림 10은 피부 리 정보 리에 한 시 스 다

이어그램이다. 리자가 btn_lgn_Click 메서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Database의 Tips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

져와 TipDataTable에 채운 후 tipPush 메서드를 이

용해 TipDataTable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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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의 정보를 입력한 후 btn_tipsch_Click 메서드

를 호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ResultTipDataTable에 채운 후 tipberPush 메서드를 

이용해 ResultTipDataTable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림 10. 스마트 밴드 통합 리 시 스 다이어그램(피부 
리 정보 리)

Fig. 10 Smart band management program(class 
diagram)

그림 11은 스마트 밴드 통합 리 로그램의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스마트 밴드 통합 리 로그

램은 C#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 리, 리, 게시

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11. C#기반의 스마트 밴드 통합 리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1 Smart band management class diagram 
based on C#

  

3.3.3 스마트 밴드 웹페이지

그림 12는 수분 측정 데이터 장 시 스 다이어그

램이다. User가 모바일에서 saveInfo 요청을 하면서 

측정 데이터를 JSP 웹페이지로 달하면, JSP 웹페이

지는 데이터를 싱한 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싱된 데이터를 장한다. 쿼리의 실행결과를 JSP 

웹페이지 측에 출력되도록 한다.

그림 12. C#기반의 saveInfo 시 스 다이어그램
Fig. 12 saveinfo sequence diagram based on C#

그림 13은 사용자의 기간별 피부측정 데이터를 조

회하는 시 스다이어그램이다. User가 모바일에서 피

부데이터 정보 조회 요청을 하면 조회할 조건 데이터

들을 싱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후 조회할 조건

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요청한다. 요청결과

를 JSP측에 출력하고, 출력된 데이터를 싱한 후, 

싱된 데이터를 모바일로 송한다.

그림 13. C#기반의 ShowInfo 시 스 다이어그램
Fig. 13 ShowInfo sequence diagram based on C#

그림 14는 스마트 밴드 웹페이지의 설계 클래스 다

이어그램이다. JSP를 기반으로 한 웹페이지는 스마트 

밴드 사용자  방문객들이 피부에 련된 을 조회

하거나, 자유게시 을 통해 피부에 련된 정보를 주

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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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스마트 밴드 웹페이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4 Smart band web page class diagram

3.3.4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림 15는 스마트 밴드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이다. DBMS는 Oracle을 활용하 고, 총 6개의 

테이블(ADMIN, MEMBER, BOARD, ANSWER, 

MEASUREMENT, TIPS)이 있다. ADMIN과 

MEMBER 테이블은 각각 리자, 회원의 정보를 가

지며 AID, MID를 PK로 한다. BOARD테이블은 게시

의 정보를 가진다. BNUM을 PK로 하며, BNUM은 

답  테이블인 ANSWER 테이블의 FK가 된다. 

MEASUERMENT테이블은 MEMBER테이블의 ID를 

FK로 하며, 측정된 수분  자외선 측정값 데이터를 

날짜와 부 에 맞게 장한다.

그림 15. 스마트 밴드 모니터링 시스템 DB 스키마
Fig. 15 Smart band monitoring system DB scheme

Ⅳ. 제안하는 시스템 구   결과

4.1 구  환경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환경은 표 1과 같다. 시스

템은 도우 10 환경의 Eclipse에서 Java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시스템 설계는 오  랫폼인 Star 

UML을 이용하 다. 서버는 Apache에서 제공하는 

Tomcat을 사용하 고 모바일 사용자의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은 Android를 기반으로 구 하 다. 

DBMS는 Oracle 11g를 활용하 다.

Item Description

OS windows 10

Database Oracle 11g

Web Server Apache Tomcat 7.0

Android Android SDK Lollipop

H/W CPU ATmega 128

Tool

Eclipse neon.3/mars.2(JSP)

Android Studio 2.3(Android)

Sql Developer(Oracle)

Visual Studio 2015 Community(C#)

Star UML(S/W Design)

ArtWork, OrCad(H/W Design)

표 1. 구  환경
Table 1. Implementation Environment

4.2 스마트 밴드 H/W 구  결과

그림 16은 수분  자외선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밴드 H/W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피부 지수

를 측정하고 측 된 결과를 서버와 스마트기기에 

송하여 데이터를 장하도록 하 다.

그림 16. 스마트 밴드 H/W
Fig. 16 Smart Band H/W

4.3 스마트 밴드 S/W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그림 17은 스마트 밴드 S/W 모니터링 시스템 모

바일 앱의 수분  자외선 측정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의 기간별 측정값 조회 화면이다. 측정 인터페이스는 

스마트 밴드로 피부 측정을 한 뒤 장할 부 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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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장한다. 측정 데이터는 웹 서버에서 싱을 

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정보 조회화면에서 

사용자는 각 부 별로 기간을 정하여 측정값을 조회

할 수 있다. 측정된 값은 MPAndroidChart Library를 

이용한 차트를 통해 시각 으로 보여 다. 조회한 기

간별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 피부타입에 따라 사용자

에게 알맞은 정보를 알려 다. 이와 별개로  인터페

이스에서 피부 타입에 상 없이 피부에 련한 정보

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7. 스마트 밴드 S/W 인터페이스(모바일)
Fig. 17 Smart Band S/W Interface(Mobile)

그림 18은 C# 통합 리 로그램의 메인 UI와 통

합 리 UI이다.

그림 18. 스마트 밴드 S/W 인터페이스(C#)
Fig. 18 Smart Band S/W Interface(C#) 

리자는 통합 리 로그램을 통해 회원, 게시 , 

을 리 할 수 있다. 통합 리 UI에서 리자는 회

원들의 정보, 게시 ,  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리자가 3가지 정보를 하나의 UI에서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다.  

그림 19는 JSP 웹 페이지의 로그인화면과,  조회 

화면이다. 스마트 밴드 사용자  방문객들은 웹페이

지에서 피부에 련된 과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 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스마트 밴드 사

용자는 모바일 앱처럼 사용자 정보를 시각 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시각 으로 나타내기 

해 GoogleChart를 사용하 다.

그림 19. 스마트 밴드 S/W 인터페이스(JSP)
Fig. 19 Smart Band S/W Interfa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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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를 기반으로 수분  UV 센서

를 활용한 Wearable Device인 스마트 미밴드 H/W  

 측정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미밴드 리 모니터

링 S/W를 제안하 다.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피

부 지수  외부 자외선 지수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

과를 서버와 스마트기기에 송하여 데이터를 가공 

 장하도록 하 다. 단순히 측정된 피부 정보를 알

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

용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다. 향후 연

구로는 측정된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양소, 음식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정이다.

감사의 

본 논문은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No.C0397617)의 연구수

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 자통신학회 가을철 종합학술

회 우수논문을 확장한 논문입니다.

References

[1] J. Park, H. Hwang, J. Yun, G. Park, and I. Moon, 

"User Motion Recognition Healthcare System 

Using Smart-Band," J.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vol. 18, no. 6, 2014, pp. 619-624.

[2] M. Yu, D. Lee, and J. Lim, “Design of 

Health-care System for Baby using Smart Band,” 

Proc. of the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Conf., Daejeon, Korea, May, 2014, pp. 227-228.

[3] M. Kim and M. Moon, "Individual Customized 

Aroma Therapy System Using Smart band," Proc. 

of Kore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 Jeju, 

Korean, June, 2016, pp. 1929-1931.

[4] K. Jeong, H. Lee, B. Lee, J. Lee, and J. Oh, 

“Wearable computing technology - today and 

future,” The J.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 2, no. 1, 2004, pp. 83-90.  

[5] H. Park and H. Kim, “Case studies and 

development on wearable healthcare design - 

mainly with diverse types of user perspectives,” 

The J. of Korea Digital Design Council, vol. 14, no. 

3, 2014, pp. 135-144.

[6] D. Park and M. Yeoun, “A study on the system 

and interaction configuration of health-band," 

Proc. of Korea Digital Design Council Conf., Seoul, 

Korean, May, 2014, pp. 113-114.

[7] Y. Lee and P. Mo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Function Features of IoT Operating System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2, no. 2, 2017, pp. 337-344.

[8] J. Lee, M. Kim, and M. Jun, “Design of Acute 

Heart Failure Prevention System based on QRS 

Pattern of ECG in Wearable Healthcare 

Environment,"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1, no. 11, 2016, pp. 

1141-1148.

[9] W. Lee and Y. K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Device for the Beauty Treatment 

Health Car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1, no. 12, 2016, pp. 

1259-1264.

자 소개

정세훈(Se-Hoon Jung)

2010년 2월 순천 학교 멀티미디어

공학과 졸업(공학사)

2012년 2월 순천 학교 학원 멀

티미디어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7년 2월 순천 학교 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 졸

업(공학박사)

2015년 ∼ 재 양만권SW융합연구소 장

※ 주 심분야 : 객체지향 모델링, IoT 상황인식, 빅

데이터 처리  분석



JKIECS, vol. 12, no. 04, 715-724, 2017

724

심춘보(Chun-Bo Sim)

1996년 2월 북 학교 컴퓨터공

학과 졸업 (공학사)

1998년 2월 북 학교 학원 컴

퓨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3년 2월 북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2005년 ~ 재 순천 학교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

학부 교수

※ 주 심분야 : 멀티미디어 DB & IR, 데이터분

석, 빅데이터 처리  분석

유강수(Kang-Soo You)

1991년 2월 북 학교 컴퓨터공

학과 졸업 (공학사)

1994년 2월 북 학교 학원 컴

퓨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5년 8월 북 학교 학원 상공학과 졸업(공

학박사)

2006년 ~ 재 주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 심분야 : 상처리, 컴퓨터비 , 멀티미디

어, 네트워크

소원호(Won-Ho So)

1996년 2월 북 학교 컴퓨터공

학과 졸업 (공학사)

1998년 2월 북 학교 컴퓨터공

학과 졸업(공학석사)

2003년 2월 북 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2003년 8월 ~ 재 순천 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 주 심분야 : 통신망 로토콜, 임베디드시스템, 

컴퓨터공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