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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제조, 의료, 교육, 물류, 기타 서비스업 등 부분의 분야에서 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해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애

리 이션의 개발은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을 기 으로 안드로이드에 한 문 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는 일반 회사의 산 원들이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결과 으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교육용으로 부분 사용되고 있는 앱인벤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건강

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입력용 모바일 앱을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건강검진 데이터 입력 업무에 효율성을 제

공하고 동시에 문 인 모바일 앱 개발에 한 지식이 부족한 산담당자에게 앱인벤터를 이용해 쉽고 빠르

게 업무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검진업무를 비롯한 DB 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These days, comput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work in most areas, including manufacturing, medical service, education, logistics, and 

other services. To increase work efficiency, mobile system has been more applied. However, on the basis of Android applications, it is hard for 

laypersons who have no enough knowledge of Android, or computer team members in general firms to develop mobile App. As a result, work 

efficiency comes to low. Therefore, this study designed and developed the mobile application for anthropometry data input of medical checkup 

with the use of App Inventor. As shown in the designed and developed mobile application, it is expected to develop a work process mobile App, it 

is expected to develop a work process mobile App easily and quickly with the use of App Inventor and to increase work efficiency even though 

there is not much knowledge of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키워드

App-Inventor, XML, Health Screening, Mobile

앱인벤터, XML, 건강 검진, 모바일

* 순천 학교 컴퓨터공학과(hodol0@naver.com)

** 교신 자 : 순천 학교 컴퓨터공학과

ㆍ   수  일 : 2017. 10. 12

ㆍ수정완료일 : 2017. 12. 14

ㆍ게재확정일 : 2018. 02. 15

ㆍReceived : Oct. 12, 2017, Revised : Dec. 14, 2017, Accepted : Feb. 15, 2018

ㆍCorresponding Author : Jae-Chul Oh

　Dept. Computer Scienc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ojc@sunchon.ac.k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193-198, vol. 13, no. 1, Feb. 28 2018, t. 87,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18.13.1.193



JKIECS, vol. 13, no. 01, 193-198, 2018

194

Ⅰ. 서 론

 시 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해 컴퓨

터, 스마트 폰 등 각종 자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1] 그 에서도 모바일과 련된 업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장비의 보 이 확산

되고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활

동 범 가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며[2]업무 

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입출력 하는 등의 효율

인 업무처리에 한 요구가 증가[3]하고 있으며, 기업

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업무 로세스를 신하고 업

무의 효율성  기업 성과의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다[4]. 하지만 모바일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기 해서는 모바일 앱 개발 문 인력을 채용하거

나 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을 의뢰를 한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다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투

자되어야 하는 단 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

서는 앱인벤터를 이용해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한 

업무 로세스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앱인벤터

는 문가뿐만 아니라 컴퓨터 로그래 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기 어렵지 않은 제작도구이

며 사용방법이 간단해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재 국

내에서 앱인벤터를 이용해 개발된 모바일 애 리 이

션은 부분 교육용 로그램 는 코딩 교육 로그

램에 그치고 있으며 련 연구 한 매우 었다[5]. 

최근 의료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지역  한계를 넘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계속해서 발 하고 있다[6].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강

검진 모바일 입력 앱을 설계 개발하 고 이를 시로 

구나 쉽게 업무용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기를 기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는 Ⅱ장에서 앱인벤터에 해 

소개하고 Ⅲ장에서 앱인벤터를 이용하여 업무용 모바

일 애 리 이션을 구 할 때 필요한 사항과 설계 내

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실제로 앱인벤터

를 이용하여 DB에서 자료를 조회하거나 입력하는 블

록조합을 통해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마지

막으로 Ⅴ장에서는 개발한 업무용 모바일 애 리 이

션을 필드 테스트하여 앱인벤터를 이용한 모바일 애

리 이션의 사용에 한 성을 검토하여 본 논

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련연구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OS에 기반을 둔 모바일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개발 Tool 이라 

할 수 있다[7].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MIT 앱인벤

터 서버 주소는 http://ai2.appinventor.mit.edu/ 이며 

해당 사이트는 구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사용할 수 

있고 로그인 후 첫 번째로 로젝트를 생성하고 

Designer에서 애 리 이션의 화면 구성을 디자인하

고 이후 Blocks으로 페이지 환 후 각각의 컴포 트

에 해당하는 블록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 하고자 

하는 이벤트 는 함수 등을 개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을 사용하여 텍스트 기

반으로 개발하는 문가 인 근이 아닌 블록의 조

합만을 이용하여 애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일반인 는 산시스템에 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근성이 매우 좋다.

안드로드는 Google OHA(:Open Handset Alliance)

에서 발표한 리 스 커 을 사용한 OS이다[8]. 오

소스이기 때문에 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앱인

벤터 역시 Google과 MIT에서 공동개발한 오 소스 

모바일 앱 개발 툴로써 이 역시 구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한 약

될 수 있다. 단, 앱인벤터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

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

째로 앱인벤터 서버에 속하기 한 컴퓨터의 운

체제로 Macintosh의 경우 Mac OS X 10.5 이상, 

Windows의 경우 Windows XP 이상, GNU/Linux의 

경우 Ubuntu 8+, Debian 5+ 이고 라우 는 Mozilla 

Firefox 3.6이상 Apple Safari 5.0 이상, Google 

Chrome 4.0 이상이며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Microsoft Internet Explorer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의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는 Android 2.3 진  드 이상일 경우 앱인벤터를 

이용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 게 앱인벤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려운 코딩 신 블록의 조합만으

로 모바일 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이 상당히 높은 모바일 로그램 개발 툴이지만 재 

비 공자들을 상으로 하는 립러닝을 용한 알고

리즘 교육[9]의 정도로만 제시되고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게 생산성 높은 앱인벤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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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코딩  알고리즘 교육을 한 활용에서 끝내

지 않고 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입력용 업무에 사

용하기 한 실무 인 앱을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

다. 병원의료정보 시스템에서는 차후 진료  검진 결

과 생성을 해 신체정보 는 검사결과를 OCS DB 

는 별도의 DB에 송[10]하여야 하는데 재 병의

원의 경우 이를 해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목하고 

있는 추세로 스마트 폰, 테블렛 PC와 같은 다양한 스

마트 디바이스를 활용[11]하는 단계이다. 

Ⅲ.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의 구성

모바일 앱과 Oracle 는 MS-SQL과 같이 외부에 

존재하는 DataBase를 연동하기 해서는 애 리 이

션 <-> WAS Server <-> DB Server과 같은 3Tier 

형식의 구성이 필요하다. 물론 앱인벤터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환경이 필요하다. 다

만 앱인벤터를 이용할 경우 문 인 안드로이드 코

딩 신 간단한 블록 조합을 이용하여 앱을 쉽고 빠

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 할 시스템 구성으로 Server의 운

체제는 Windows 10을 사용하 고 Apache Tomcat 

9.0과 와 Oracle 11g를 동일 서버에 설치하 다. 앱인

벤터를 이용하기 한 개발환경으로는 Windows 7 

64Bit 운 체제를 기반으로 Chrome Browser 60.0.3 

버 을 이용하 고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구동시키

기 한 테스트 장비로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4와 갤

럭시탭 A6 10.1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다.

3.2 신체계측 데이터 입력 로세스 앱 설계 

업무용 모바일 애 리 이션을 설계하기 해서는 

먼  해당 업무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강검진 수행 시 키, 몸무게, 시력, 허리둘  등 

신체 계측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학병원과 같은 형 의료시설의 경우 장비 자체를 인

터페이스 하여 고객 인식 후 자동으로 데이터가 DB

에 입력되는 방식을 이용하지만 소형 의료시설의 

경우 검진 고객의 수가 많지 않아 자동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검진 담당자가 수기로 은 데이터를 

일정 시간 이후 일 으로 시스템에 옮겨 입력하는 

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이 게 데이터

를 처리할 경우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거

나 옮겨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를 이용하여 계측과 동시에 신체계측 데이터를 바로 

입력하여 데이터 오류를 이고 업무 담당자로 하여

 업무가 반복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 수 있을 

것이다. 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입력 알고리즘은 

해당 검진일자에 한 검진 수검자를 조회하여 상

자를 선택하고 수검 상자 는 수검자의 국가에서 

제공하거나 본인이 선택한 건강검진의 종류를 확인한 

후 조회 일자 기 으로 장되어 있는 신체계측 데이

터를 불러온다. 물론 기존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공

백으로 채우고 이후 DB에 해당 신체계측 자료를 

Update 할 것인지 Insert할 것인지 단하여 데이터

를 입력하고 장하게 된다. 

그림 1. 건강검진 계측 데이터입력 알고리즘
Fig. 1 Health Screening measurement data input 

algrithm

이때 비만도  체질량지수와 같이 계측하여 데이

터가 생성되지 않고 신장, 체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

여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앱에 해당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앱인벤터에서 자체 으로 계산하여 자

동 장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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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에 있어 더 높은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하

다.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Division of Visual Acuity

Left Visual Acuity Right Visual Acuity

Systo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Left Auditory Acuity Right Auditory Acuity

Lower Limb Function Gait Disturbance

Balance Testing Method Balance Testing Result

Degree Of Obesity Body Mass Index

표 1. 건강검진 계측 데이터 종류
Table 1. Health screening measurement data type

앱인벤터를 이용한 앱개발 방법은 WAS와 DB의 연동

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앱인벤터는 그 값을 

다시 Parsing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림 2. 앱인벤터와 외부 DB연결을 한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diagram for app-inventor and 

external DB connection

Ⅳ. 시스템 개발

재 국내에서 앱인벤터를 이용하여 외부 DB와 의 

연동을 통해 업무 로직을 구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논문에 수록하고 싶었으나 체 

구성  WAS와 DB는 일반 인 안드로이드 앱 개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앱인벤터에서 싱하기 

해 JSON 형식과 XML 형식 에 XML 형식으로 응

답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 다.

그림 3. XML 형식의 데이터 달 
Fig. 3 Passing data in XML format

DB로부터 데이터 조회가 정상 으로 이루어짐을 

환인한 후 앱인벤터 디자이  화면에서 필요한 컴포

트들을 화면에 배치한다. 

그림 4. 앱인벤터 Designer 컴포 트 배치
Fig. 4 Place the app inventor designer component

이때 컴포 트의 타입은 Non-Visible과 Visible이 

있는데 WA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해서

는 Non-Visible 컴포 트  WEB 라는 컴포 트를 

필히 삽입 하여야 한다. 컴포 트의 배치 화면은 그림 

4와 같다. 컴포 트 배치가 완료되면 블록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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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XML 형식의 데이터 달 
Fig. 5 Passing data in XML format

이동하여 실제 코딩과 같은 블록조합을 수행하게 되는

데 좌측에 있는 컴포 트를 클릭해서 원하는 이벤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해당 이벤트가 생성되는 방식

으로 그 사용법 역시 매우 간단하다. 이후 진행 사항으

로 웹코딩을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XML 

형식으로 제공받아 싱을 하게 되는데 앱인벤터를 이

용하여 외부 DB를 연동할 경우 이부분이 가장 핵심

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XML Parsing 함수 블록 

조합은 그림 5와 같다. 먼  응답내용을 XML 형태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반복문을 통해 배열을 만들어 지

역변수에 넣게 된다. 이후 이 변수의 데이터를 다시 해

당 컴포 트에 넣기 해 2차 가공을 한 후 ListView 

는 TextBox 등의 사용자를 한 컴포 트에 값을 제

공하면 된다. 먼  해당 페이지을 오 했을 때 오늘날

짜를 기 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해 App-Inventor 

자체 으로 일자를 계산해서 가져와 해당 일자에 검진

을 수한 고객의 리스트를 WAS에 요청하고 그 값을 

그림 5와 같이 Parsing 함수를 이용해 ListView에 넣

고 해당 고객 클릭 시 1차 으로 검진 수내역을 요

청하여 응답받아 TextBox와 CheckBox에 입력하고 2

차 으로 고객의 신체계측 정보를 해당 TextBox에 기

입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신체계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장버튼을 탭하여 장하게 되는데 App-Inventor는 

단순히 해당 고객번호, 검진 일자, 계측코드, 계측결과

만을 Encode 하여 인자값으로 WAS에 넘겨주고 이때 

기존데이터의 유무를 단해서 Update 하거나 Insert 

하여 데이터의 복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그림 6. 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입력 앱 실행 화면
Fig. 6 Health screening measured data input screen, 

the app runs

그림 6은 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입력 앱을 실

제로 갤럭시 탭에서 실행한 화면으로 해당 그림의 데

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테스트용 데이터이다.

App-Inventor의 개발 특성상 블록을 통한 개발이

므로 구 내용에 블록을 제시하여야 하나 블록 자체

가 이미지화 되어 논문에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장 핵심기능인 XML Parsing 블록만을 제시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검진을 수행하는 소의료기 에서의 

복된 데이터 입력 업무에 효율성을 제공하고 한 

산담당들로 하여  보다 쉽게 업무 로세스 련 모바

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App-Inventor을 이용

한 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입력 앱을 개발하 다. 개

발된 앱을 실제 한 소병원에서 테스트하여본 결과 7

명의 검진 담당자  6명은 만족의사를 달하 고 1명

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 다. 한 산

담당자들의 경우 App-Inventor의 개발 내역을 확인한 



JKIECS, vol. 13, no. 01, 193-198, 2018

198

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고 향후 업무에 

필요 모바일 앱에 하여 App-Inventor을 이용하여 개

발하기 해 본 자에게 조를 요청하 다. 교육 인 

목 뿐만 아니라 모바일 업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서 App-Inventor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한 재미있

게 업무용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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