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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관절염, 당뇨

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

에서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과 심혈관질환 발생률은 각각 35%, 21%에 달하며,

이는 한국인 사망 원인의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

각하다[1]. 이에 따라 만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고, 병원에서 받는 진단뿐

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는 건강 관리에 대

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2].

과거의 의료 서비스는 병원과 같은 의료 제공자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환자나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진료 기록과 같은 건강 기록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

기 어려움이 있었다[3]. 최근에는 IT융복합기술과 클

라우드 리파지토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 기관

과 연계된 의료 서비스나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

스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장된 개인 건강 기

록(Personal Health Records, PHR) 관리 서비스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4]. 하지만, 의료 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 기록은 각 기관별로 데이터 및 문서의 표

현 형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PHR 관리 서비스는 각

자의 플랫폼으로만 수집되고 관리할 수 있어, 한 사

람의 건강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고, 이를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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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는 사람들이 새로

운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기존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의 부재로 인하여 불필요한 

중복 처치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을 직접 가지고 가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저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건강 기록 조회 및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리파지토리 및 웹 기반의 대시보드 UI 컴포넌트

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인 PHR 및 PHR 플랫폼의 대표 사례와 본 논문

에서 대시보드 구현에 사용된 Vue에 대해서 소개한

다. 3장에서는 통합 리파지토리 및 대시보드 UI 컴포

넌트의 설계가 들어가고, 4장에서는 3장의 설계를 바

탕으로 구현 및 실험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2. 관련 연구

2.1 PHR

PHR은 개인으로부터 생산되는 개인 고유의 건강 

기록으로, 생체 정보 등의 라이프로그, 진단 기록 및 

유전체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인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5]. PHR은 의료 서비스를 제

공자와 소비자 간의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주는 결정

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PHR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중복 처치나 진료 과정의 감소 혹은 제거, 비용

과 시간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

최근 PHR을 활용한 서비스는 진료 기록, 운동량 정

보, 라이프로그 기록, 유전체 분석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디바

이스 및 센서 기술 등 IT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연계 및 통합되어 다양

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7].

미국의 Fitbit, Withings는 2014년부터 피트니스

에 최적화된 스마트 밴드 및 시계를 개발하여 운동

량, 수면 패턴 등 기초적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8-9]. Owlet은 영유아의 발에 양말처럼 신

겨 심박수, 혈중 산소 농도, 체온, 수면 상태 등을 측

정하는 기기인 유아 모니터를 개발했고, Cnet에서는 

Hapi Fork를 개발해 음식 먹는 속도를 체크하여 사

람의 손 떨림을 감지해 환자의 식습관을 관찰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10-11]. 한국의 라이프시맨틱스는 IoT

디바이스 기반 중증 환자 재택 관리 서비스를 개발해 

유의미한 임상적 검증을 마치고 2017년부터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12].

PHR Platform은 개인의 라이프로그, 진료 정보 

및 유전체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대표적인 

PHR Platform으로는 미국 Microsoft에서 개발한 

Health Vault가 있다. Health Vault는 사용자 및 사용

자 가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사용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정보 관리를 할 

Fig. 1. Monitoring system of Fit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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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플랫폼이다[13].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용

자 개개인의 진료 기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웰니스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Health Vault의 장점

은 다음과 같다.

∙가족의 건강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사용자 및 가족과 의사들이 건강 기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 동물의 기록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에서나 접근

이 가능하다.

∙다양한 일상 생활 속 건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

다. 체중계로 측정한 몸무게 및 체지방 등의 데이터를 

보내, 체중 관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당뇨계

로 측정한 혈당량 데이터를 저장해 식단을 조절하고,

의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계정과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건

강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Health Vault는 전용 어플

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혈압, 혈당, 활동량계 등

에서 측정된 건강 정보 추가를 추가 및 관리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2 Vue

Vue는 Evan You가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2014년 2월에 처음으로 릴리즈 되었

다. 비슷한 프레임워크인 Angular.js, React.js에 비

해서 인지도가 낮지만, 두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결합

한 만큼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Vue는 기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인 MVC

(Model, View, Controller) 기반이 아닌 MVVM(Model,

View, View Model) 패턴 기반으로 디자인 되었으

며, Vue는 그 중에서 View Model에 해당된다. View

Model은 Model과 View 사이에 위치하고, Model에

서 변경된 데이터를 View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

는데, Vue는 이를 반응형으로 동작하게 한다. Vue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바인딩과 화면 단위를 컴포넌트로 제공

한다.

∙ Component 간 통신의 기본은 React.js의 단방

향 데이터 흐름과 유사하다.

∙데이터 바인딩은 Angular.js와 동일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지원한다.

∙ Virtual DOM을 사용하여 Virtual DOM이 변

경될 때마다 실제 DOM과 비교해서 차이를 찾고 해

당 부분만 업데이트한다. 따라서 실제 DOM만 사용

하는 것에 비해서 빠른 성능을 보인다.

∙ React.js와 Angular.js에 비해서 가볍고 빠르다.

Fig. 2. Dashboard of Health Vault on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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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e의 라이프사이클은 크게 Create, Mount,

Update, Destroy로 나뉘는데 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4].

∙ Create : 가장 먼저 실행되며, 컴포넌트가 DOM

에 추가되기 전으로, DOM에 접근할 수 없다.

∙Mount : 컴포넌트가 DOM에 추가될 때 실행된다.

∙ Update :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되면 실행되는

데, 변경된 값으로 어떠한 작업을 해야할 때 유용하다.

∙ Destroy :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 실행된다.

3. 통합 리파지토리 및 컴포넌트 설계

기존의 PHR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각자 플랫폼에

서 수집된 건강 기록을 해당 플랫폼 안에서만 저장할 

수 있어, 한 사람의 건강 기록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진료 기록이 공

유되지 않아 이전의 진료 기록을 직접 찾거나, 중복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로 인

해 자신의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및 개인 건강 기록을 한 저장소

에 통합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와 통합된 PHR을 통합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필요하게 되었다.

Fig. 3는 본 논문의 전체 프로세스 설계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병원의 진

료를 통해서 건강 기록을 발생시킨다. 발생한 데이터

는 건강 기록 변환 API를 통해서 통합 리파지토리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변환된 후 리파지토리에 저장된

다. 통합 리파지토리에서 사용자의 정보와 일치하는 

건강 데이터를 검색한 후, 대시보드 API에 전송하고,

이는 분석 모듈을 통해서 전처리 후 대시보드에 표현

된다.

3.1 통합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

의료 및 개인 건강 기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를 하나의 형식으

로 맞출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 리파지토리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

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Fig. 4와 같

이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고 대시보드로 보낼 수 

있는 통합 리파지토리 모델을 설계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건강 데이터가  발생되면, 이

를 건강 데이터 수신 API를 통해서 통합 리파지토리

로 전달된다. 전달된 건강 데이터를 통합 리파지토리

의 데이터 표현 형식에 맞게 변환시킨 후 사용자 정

보와 건강 데이터를 매칭 시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다. 웹 대시보드에서 건강 기록을 요청하면 요청 

수신 모듈이 이를 받아서 요청 내용에서 사용자 정보

를 건강 데이터 검색 모듈에 전달한다. 건강 데이터 

검색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사용자와 일치

하는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요청된 건강 데이터를 

데이터 전송 API에 전달해준다. 데이터 전송 API는 

해당 데이터를 웹 대시보드 시스템으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준다.

의료 및 건강 데이터의 표현 형식은 플랫폼 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추

어 데이터 표현 형식에 제한이 없는 구조를 설계해야

Fig. 3. Whole syste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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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구조인 

JSON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구조를 정의했으며,

Table 1은 통합 리파지토리의 건강 데이터 구조 및 

그에 대한 설명이다.

3.2 대시보드 UI 컴포넌트 설계

의료 및 건강 기록은 각 의료 서비스나 플랫폼을 

통해서만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을 번갈아

가며 조회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

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리파지토리를 통

해 저장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시

보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리파지토리를 통해 

통합된 건강 기록을 웹 기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Fig. 5는 본 논문

의 대시보드 UI의 전체 시스템 설계이다.

건강 기록 대시보드 UI 설계는 크게 Setting, Data

Binder, Data Transfer, Dashboard UI로 구성되어 

있다. Setting은 Vue 기반의 대시보드 UI 컴포넌트

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을 담당하는데, 대시

보드 UI 컴포넌트의 전체 환경 설정, 컴포넌트 구현

에 사용되는 각종 라이브러리, 화면의 연결을 담당하

는 라우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ata Binder는 대시보드 UI 컴포넌트에게 통합 리

파지토리의 건강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 Axios 기반의 API Connector를 사용하여 건강 

Table 1. Health data structure of unified repository

Name Type Description

_id String Unique key value of for that health data

uid String Id to identify the user in the integrated repository

did String Id of the department from which the health data originated

date Date Date when the health data is stored in the integrated repository

tags Array Meta-data for health data retrieval, containing keywords for actual data

data Object Actual health data. The representation format of data is comprised freely

Fig. 4. System of unified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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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져오고, Data Matching Module에서 사

용자와 일치 여부를 판별한다. 건강 데이터는 사용자

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어, Data Security Module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준다.

통합 리파지토리로부터 가져온 건강 데이터는 대

시보드 UI에 표현하기 적합한 데이터의 형태가 아니

기 때문에, Data Transfer를 거쳐 건강 데이터를 대

시보드에 맞추어 변환해준다. Data Response Mo-

dule은 대시보드 UI 컴포넌트에서 요청한 건강 데이

터의 포맷을 받아 Data Exchanger로 보내주고, Data

Exchanger는 해당 포맷에 맞추어 통합 리파지토리

에서 가져온 건강 데이터를 변환한다. 변환된 건강 

데이터는 Data Response Module을 통해 요청한 대

시보드 UI 컴포넌트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Dashboard UI는 건강 데이터를 실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UI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종 UI 컴포넌트 및 데이터 요청 모듈, 상태 

관리 모듈, 데이터 통계 모듈로 구성이 되어있다.

Data Request Module은 실제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건강 데이터 요청 모듈로, 앞에서 설명한 Data Trans-

fer의 Data Response Module로 데이터 요청을 보내

고, 변환된 데이터를 받아 개별 컴포넌트로 전송한

다. Vuex를 사용한 Vue State Management 모듈은 

Vue 기반으로 된 여러 컴포넌트들 간의 상하 관계 

및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Data Statistics

및 Analysis Module은 건강 데이터를 차트 및 표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및 분석을 위한 모듈이

다. Base Component는 대시보드 화면의 각 컴포넌

트를 담기 위한 기본 컴포넌트로, 대시보드 전체의 

레이아웃, 컴포넌트의 위치 및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기타 UI 컴포넌트들은 Base Component 안에 들어가

는 항목을 표현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이며, 차트, 표,

그래프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4. 구현 및 실험

4.1 통합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 구현

본 논문에서는 3장의 통합 리파지토리 인터페이

스 설계를 바탕으로 구현을 진행하였다. 서로 다른 

건강 데이터 표현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

형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MongoDB를 통합 리

파지토리로 사용하였으며, 대시보드 UI 컴포넌트 및 

Fig. 5. Design of dashboard U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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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헬스 서비스와의 건강 데이터 연계를 위해 

REST API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Fig. 6는 외부 헬스 데이터로부터 건강 데이터를 받

아서 통합 리파지토리에 저장하는 인터페이스에 관

한 소스코드의 일부이다.

Fig. 7은 기존 Fitbit에서 발생된 심박수 데이터와 

통합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변환되어 저장

된 심박수 데이터의 형태이다.

4.2 대시보드 UI 구현

개인 건강 정보 대시보드 UI 컴포넌트의 구현을 

위해서는 컴포넌트 별로 관리하기 용이해야하고, 대

량의 건강 데이터에 대응하여 화면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작은 단위

로 분할해 유지보수와 재사용성이 높고, 다른 자바스

크립트 기반 프레임워크에 비해 가볍고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는 Vue.js를 이용해 대시보드 UI 컴포넌트를 

구현하였다. Vue 컴포넌트의 전반적인 소스코드의 

구성은 Fig. 8과 같으며, 단일 Vue 컴포넌트 내부에

서 HTML, CSS, JS를 작성해 컴포넌트 단위로 깔끔

하고 쉽게 캡슐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9은 Vue 컴포넌트와 분석 및 통계 모듈을 담

고 있는 대시보드 UI의 프로젝트 구조이다. views

디렉토리의 Dashboard.vue 파일은 각각의 UI 컴포

넌트들을 배치하여 최종적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대

시보드 레이아웃에 대한 소스코드를 담고 있으며,

components 디렉토리는 대시보드 화면에 대한 각각

의 UI 컴포넌트 파일 및 설정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담고 있다.

Fig. 6. Source code about saving health data to unified 

repository.

Fig. 7. Comparison between Fitbit’s raw heart-rate data and converted heart-r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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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본 논문은 다양한 경로로부터의 건강 데이터 수집 

상황을 고려하여 100명의 사용자가 4개의 의료 및 

건강 기록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가상 

환경에서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험을 진행했

다. Fig. 10은 전체 실험 환경에 대한 구성이다.

설계된 전체 실험 환경에서 개인 건강 정보 통합 

리파지토리의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저장 및 조회

를 위해 사용된 API는 5종류이며, 총 누적 API 요청 

건수는 40,323 건이었다. 평균 정상 처리율은 약 

98.61%였으며, 발생한 데이터의 종류는 Table 2와 

같다.

5종의 API 중에서 ‘/data/save/phr’ API는 설계한 

실험 환경에서 100명의 가상 사용자가 4개의 의료 

및 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한 

PHR 저장 API다. 각 사용자는 1개의 서비스별로 100

개의 건강 데이터를 발생시켰으며, 발생 건수는 

40,000건으로 제일 많았다. 대시보드 UI 컴포넌트의 

건강 데이터 요청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da-

Fig. 9. Project structure of dashboard UI component.

Fig. 8. Structure of source code in dashboard UI com-

ponents.

Fig. 10. Experimen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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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earch/uid’ API는 사용자의 ID에 따른 건강 데이

터 검색으로, 개별 사용자의 전체 건강 데이터를 조

회하기 위해 사용된다. ‘/data/search/tags’ API는 건

강 데이터의 키워드에 따른 검색으로 키워드는 1개

부터 3개까지 늘려서 검색을 진행했다. 총 120건 중 

7건의 에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검색하는 과정에

서 잘못된 키워드가 입력되어, 일치하는 건강 데이터

를 찾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ata/

search/period’ API는 특정 기간 조건에 따른 건강 

데이터 검색이다. 총 90건의 요청 중 1건의 에러가 

발생하였는데,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대시보

드 UI 컴포넌트와 통합 리파지토리 간의 통신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에러였으며, 그 외 

다른 API 요청은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구현한 통

합 리파지토리의 인터페이스가 실제 환경에서 사용

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Fig. 11은 설계에 따라 구현된 대시보드 UI 컴포넌

트의 화면이다. 통합 리파지토리를 통해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차트 및 

그래프로 표현하며, 점이나 막대를 선택하면 자세한 

수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석된 건강 데이터

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사용자가 전체 건강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표 기반으로 자신의 건강 데이터

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특정 기간, 건강 데

이터 발생 기관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건강 데이

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각 건강 데이터에 대해서 

‘View’ 버튼을 눌렀을 때 세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기존 의료 및 건강 데이터 관련 서비스 플랫폼은 

각각의 서비스 안에서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었다.

Table 2. Result of API test in experiment

Request API URL Total Success Error Rate

Save /data/save/phr 40,000 40,000 0 100%

Retrieval

/data/search/uid 100 100 0 100%

/data/search/tags 120 113 7 94.16%

/data/search/period 90 89 1 98.89%

/data/search/services 13 13 0 100%

Fig. 11. Dashboard screen based on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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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들은 분산 저장된 자신의 건강 데이터

를 조회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이는 효율성을 떨어

뜨렸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건강 데이터 통합 리파

지토리는 이러한 분산 저장된 개인 건강 기록을 통합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시보드 UI 컴포넌트를 바

탕으로 통합된 건강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가독성

을 높이고, 그래프별로 자세한 수치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Table 3은 구현한 통합 리파지토리 및 대시보드 UI

컴포넌트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랫폼인 Fitbit과 

PHR Platform인 Health Vault 간의 기능에 대한 비

교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의 건강 관련 서비

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함을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헬스 서비스의 건강 데이터 표현 형식의 

차이를 극복하여 데이터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합 

리파지토리와 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시보드 UI 컴포넌트를 통하여, 다른 건강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건강 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

히 특정 회사 서비스들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헬스 데이터 지원과 통계 및 분석 데이터 제공은 향

후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implemented dashboard UI and other health services

Implemented dashboard Fitbit Health Vault

Dashboard UI ○ ○ ○

Mobile application ○ ○ ○

Connection with other health services ○ × ○

Supporting various health data format ○ × ×

Checking the detailed medical record ○ × ×

Statistics and analysis module ○ ○ ×

Fig. 12. User health data inquiry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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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 관

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T융복합기술이 발전하

면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건강 관련 서비스 플랫폼은 각자의 서비스에

서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회가 가능하여,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의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각자의 서비스 플랫폼에 접근해서 건강 기록을 가져

와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맞추어 의료 및 건강 기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를 설계하고 구현하여 개인 건강 기

록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시보드 UI

컴포넌트를 통해서 통합 리파지토리에 저장된 개인 

건강 기록을 사용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통합 

리파지토리와 대시보드 UI 컴포넌트를 바탕으로 개

인 건강 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웹 및 모바일 기반

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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