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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이라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Zeo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였던 것 같다.  

Sleep is still lagging behind as important to your wellness.  

So in that respect, Zeo was early in terms of its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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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와의 소통(교감) 

태아의 응급상황 경고 
 

태아의 영양상태 케어 

병원과의 연계 (IoT) 













Lily Kickee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 (B) 산모 개인 설정 화면(식사 시간대, 병원, 비상연락망 등), (C) 태동 분석 화면 (주, 월, 연간), 

(D) 태아 영양상태 케어 알림 화면, (E) 태아 응급상황 경고 화면.  

 

태아의 태동이 현격히 줄어들 때에는 조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음. 

이러한 응급 상황 시 경고 화면을 띄움과 동시에 산부인과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자동으로 연결 가능. 

YouTube에서 Lily Kickee 2 (Team Digilog, H-Lab, SKKU) 보기 - Lily Kickee 2 (Team Digilog, H-Lab, SKKU):  

http://youtu.be/frbper5R3VU 
 

http://youtu.be/frbper5R3VU
http://youtu.be/frbper5R3VU
http://youtu.be/frbper5R3VU












50 명의 대학교 석,박사 과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토타입을 착용해 본 후 만족도, 

착용감, 실용성, 직관성, 태아와의 공감정도에 관하여 설문조사(7점척도 측정) 하였음. 

 

특히 공감정도 평가에서 7점척도 측정에서 평균 6.18점이 나와, 스마트 임산부복을 착용한 

후 태아와의 공감 정도가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사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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