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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예방정보기록은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파악하고, 예방접종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사고시원인조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 개
발 사업을 완료하였다.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사용자 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정보에 대한 사용
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예방접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ABSTRACT

Immunization information recorded on the Immunization rate in the community to identify the 

effects of immunization can be monitored .Immunization during an accident can be used as a 

basis for investigating the cause .Thus, immunization records , and more efficient management in 

the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conducted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s to manage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ystem has to be.

So , the government projects that promote immunization records were computerized 

registration. And , in 2009 the development of immunization registration system was completed.

In this paper, we use the information to a variety of immunization using smart phone design 

and implement mobi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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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예방정보기록은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파악
하고, 예방접종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사고시원인조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가 수준에서의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지역사회 예방접종 사업의 평각
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예
방접종으로 조정이 가능한 질환이 유행하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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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사고시 그 원인을 밝혀내어 근본적인 해결
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1-4].

정부는 2000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염
병을 재분류하고 예방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 그 
기록과 보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의 보고와 기
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
서 2005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은 예방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
확한 예방접종력의 기록, 관리는 현실적으로 시급
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3.4]. 따라서 예방접종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및 공공
기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 소아예방접종기록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국민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다. 2002년부터 국가 정보화사업으로 예방
접종기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사업[1,3,4]을 실시하여 
2009년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 개발 사업을 완료
하였다[2,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사용자 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정보에 대한 사
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다양한 예방접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5] 활용한 예방접종 정보 모바
일 서비스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 예방접종 정보의 전달
기존의 예방 접종 정보의 과정은 간단하게 예

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웹브라우저로 방문하
고 보호자 인증을 하고 등록된 보호자의 자녀정
보의 과거 예방 접종 이력을 확인 하였다. 

그 과정에 보호자가 전달 받는 정보의 방식은 
HTML형태로 이런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
부분 가정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등의 PC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접속하여 인증을 하고 열
람한다. 

그림 1. 기존 예방접종 정보 전달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는 장점
도 있지만, 관리해야 할 자녀의 접종정보를 얻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웹 브라우저의 이용, 제한된 
장소 등 제약사항이 많다. 

이러한 절차를 없애고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 
폰을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정보를 얻거나 관리
하도록 하면 보호자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장소
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등의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Ⅲ.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방접종 정보 
모바일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예방접종 정보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
성을 강화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예방접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예방접종내역관리, 다음예방접종일정안
내서비스, 사용자 위치기반 맵을 활용한 의료기관 
검색 기능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
방접종 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설계 및 구현하였
다.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그림 2와 같다. 사
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 서버 접
근하여 사용자 로그인후 예방접종 정보 서비스 
제공받도록 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
다.

� 보호자 정보와 보유 자녀 정보 요청과 이를 
출력 

� 자녀의 과거 예방 접종 이력 
� 자녀의 향후 예방 접종 목록 
�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 
� 그 외 기타 편의정보 (보건소 위치, 전화번호, 

등) 

그림 2.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

3.1  보호자 정보와 보유 자녀 정보 요청과 이
를 출력 

보호자 정보와 자녀 정보를 출력에서 App에 
표현되는 내용은 자녀의 정보가 표현된다. 보호자
의 정보는 접종 도우미 웹페이지에서 보호자의 
인증을 하고 등록된 자녀의 정보를 얻어오는 키
로 쓰인다. 

이런 키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주민번호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번호를 통신시 주고받는 용
도로 사용되는 값으로 쓰기에는 위험도가 크므로 
별도의 대체 가능한 유니크 키를 생성해서 사용
해야 한다. 

 접종 도우미 웹페이지에서 유니크 키를 생성
하도록 하고, App에서는 이 키를 이용하여 쿼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 방법과 키 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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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은 관련 범위를 벗어나므로 키가 만들어 진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한다.

그림 3. 보호자 정보와 자녀정보

3.2 자녀의 예방 접종 이력 
그림 4에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녀

의 접종이력을 서버로 요청하게 되고 이 요청에 
대한 결과는 XML형식으로 제공된다.

향후 예방 접종 항목 상위에 향후 접종 버튼을 
클릭하게되면 향후 접종이 필요한 예방 접종 정
보를 서버로 요청하게 되고 향후 접종 정보는 이
미 시기를 놓친 접종과 향후 접종이 필요한 정보
를 별도로 분류해 출력 한다. 자녀의 예방접종 이
력 정보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자녀의 예방 접종 이력 

3.3 예방접종 정보 및 편의 정보
예방접종 관련된 정보를 출력 한다. 주의사항 

및 기타 등등의 정보 등을 같이 제공하여 보호자
로 하여금 부작용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과거 예방 접종한 곳의 정보 또는 예방접
종 가능한 곳의 연락처, 근처 보건소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그림 5. 예방접종 정보 및 편의 정보

 

Ⅳ. 결론

예방정보기록은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파악
하고, 예방접종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사고시원인조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예방
접종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사용자 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정보에 대한 사
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다양한 예방접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방접종 모바일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 자
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pp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App의 방식으로 예방 접종 
정보를 전달하면 보호자가 질병에 관련된 예방 
접종 정보를 놓치거나 잊어버려 접종을 못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예방접종 정보전달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정보의 전달이 HTML로 이루어 졌으나 스마트폰
을 이용한 예방접종 정보 전달은 요청한 정보의 
내용만 XML형식으로 전달이 된다.  스마트폰은 
이 XML형식의 내용을 파싱 및 가공하여 App에 
표현해 준다. 사용자는 App을 통해 이렇게 표현
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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