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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산부의 행동이 태아에게 심리 , 정서 , 신체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  산모의 태교는 

요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기반으로 하여 산모에게 체조 서비스를 제공할 

정이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에 하여 설계  구

을 하 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합 고 인력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1-C6150-1101-0001)

1. 서론

  미국 워싱턴DC에 열린 “2011년 실험생물학 연례회의” 

연구에서는 아기를 임신하 을 경우 요가와 빠르게 걷기 

등 간단한 운동을 꾸 히 하면 아기의 심장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산모의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되었다. 

  의 발표 사례를 토 로 스마트폰 장치  하나인 안드

로이드 기기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 하 다. 안드로이드

는 고사양화  휴 성을 기반으로 속한 보 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한 많은 앱

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는 앱을 개발할 경우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에 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앱에 설치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체조 서비스 앱을 설계  구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련연

구, 3장에서는 드림맘 체조에 한 시스템 설계를 하 으

며 4장에서는 실제 스마트폰에서의 결과 화면을 보여주며 

그 후 5장에서는 결론에 하여 살펴본다.

  

2. 련 연구

2.1 임신  운동이주는 향

  임산부에게 요가가 미치는 향으로서는 임산부의 신체

활동에 도움을 주며 자연분만  무통분만 출산이 가능해

지며 태아의 건강과 성장, 두뇌 발달에 효능이 있다. 그리

고 산후회복에 도움이 된다[6]. 

  미국 워싱턴DC에 열린 “2011년 실험생물학 연례회의”

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 내용이 발표되었다.[1] 실험 내

용은 61명의 임신부를 상 하루 30분씩 3회 걷기와 달리

기, 요가 등 간단한 운동을 하 다. 이로 인하여 운동을 

한 임산부의 태아가 심장 박동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

과는 태아의 심  체계가 임신 1개월 이후부터 발달하

기 시작하며 한 운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녀의 심장도 

더 빨리 건강해 질 수 있다.

2.2 블록암호 알고리즘

  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해, 사용자간의 공유된 키

를 통해 메시지를 블록 단 로 나 어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키

를 통하여 암호화와 복호화가 요하기 때문에 키 리가  

요하다. 표 인 알고리즘으로는 SEED, HIGHT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SEED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호 할 것이다[2].

2.3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구 의 공개 스마트폰 랫폼으로서 스마

트폰에서 자바 기반의 애 리 이션 개발을 한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며, 멀티 터치, 슬라이드 등 유용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풍부한 애 리 이션 동작 

환경을 제공한다. 다음 그림 1은 안드로이드 랫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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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

SDK Android SDK Tools

Platform Andoird 2.2

외부 Libraries KISACryptoLib

으로 Application, Application Framework, Libraries, 

Android Runtime, Linux Kernel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3]. 

(그림 1) 안드로이드 랫폼 아키텍쳐

3. 시스템 설계

3.1 드림맘 체조앱 시스템

 다음 그림 2는 드림맘 체조 앱 시스템의 개념도이며 각

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임산부 : 안드로이드 기기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

고 각종 정보를 송 받는다. 

2) 안드로이드 기기 : 임산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디스

이 하며 임산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서버에 송 한다. 

3) 서버 : 안드로이드 기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장  필

요한 정보를 송한다. 

(그림 2) 드림맘 체조 앱 시스템

3.2 드림맘 체조 앱 Service Flow

 본 앱의 설계는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다. 

산모수첩과 드림맘스토어 그리고 체조목록 등이 있다. 각 

탭은 서버와 통신을 하여 정보를 송  수신을 하도록 

구 하 다. 그림 3은 드림맘 체조 앱의 Service Flow이

다. 산모수첩 탭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 후 출산 

정일, 임신이 된 날짜로부터의 주차,  오늘의 맞춤 동 상, 

병원 방문일 등을 제공한다. 드림맘 스토어 탭에서는 아기 

는 임산부 용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페이지이다. 체조 목

록 탭에서는 체조 콘텐츠 목록이 나와 있으며 선택 하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때 암호화된 상은 복호화 과정

을 거처 재생을 하게 된다. 

 

(그림 3) Service Flow

4. 구

4.1 개발 환경

 개발환경은 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s를 사용

하 으며 외부라이 러리는 KISA에서 제공하는 오  암

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 고 개발환경은 표1과 같다. 

<표 1> SoftWare 개발 환경

4.2 스 래쉬화면  메인 화면

 그림 4는 순서 로 왼쪽부터 스 래쉬화면  메인화면

이다. 스 래쉬화면에서는 서버와 통신을 하여 업데이트 

정보가 있다면 그림 4의 왼쪽 그림과 같이 업데이트를 한 

후 메인 화면으로 넘어간다. 메인 화면에서는 오늘의 맞춤 

운동 상  출산 정일 그리고 재까지의 임신주차를 

보여 다. 

(그림 4 ) 스 래쉬화면과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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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콘텐츠 DRM

  SEED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  복호화 과정을 진행한다. 그림 5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복호화 하는 과정이며 세

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데스크탑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 과정 진행

(2) 안드로이드 기기 : 암호화 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복호

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 그림 5 ) 콘텐츠 복호화 과정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태교  하나인 체조를 주제로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구 하 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보호하기 하여 SEED 암호 알고리즘을 용하여 

콘텐츠 보호 하 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복호화하는 과

정에서 효율이 좀 떨어졌지만 보안에는 좋은 효능을 보

다. 다음 연구에서는 콘텐츠를 복호화하는 과정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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