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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문은 U-Health Service 기술분야로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U-Health Service와 달리 이용자(시민) 와 서비스 
제공자(의료서비스) 관점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획하고, IT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구축한 서비스이며, 성남시 지원
의 산학연과제로서, 성남시 탄천변에 구축 운영중인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실증 논문이다. 본 건강관리 서비
스는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4가지 주요원칙(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가볍게, 맞춤형을 
지향, 재미있는 피드백)하에 구현하였으며, 건강 관리서비스의 핵심 알고리즘은 평가/처방/모니터링/피드백의 4가지 단
계로 구성되어있고. 시스템 구성은 평가 부분은 성남시 탄천변의 금곡공원에 건강지킴이 부스를 설치하여 RFID와 체
성분계, 혈압계를 연동한 건강측정 및 평가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처방엔진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행동 처방
(운동처방 및 건강신호등 처방)이 제공되며, 처방된 운동 처방은 탄천변의 기 구축된 운동시설(근력, 유산소)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맞춤형 운동을 시행하고,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 건강
관리 서비스는 2010년1월 ~ 12월(개발), 2011년 1월~2월(시범서비스 및 시스템 안정화), 2011년 2월 ~ 3월(분당 서울
대병원 중심의 50명의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2개월간의 임상시험), 2011년 3월부터 현재 까지 600여명의 시민을 대
상으로 시민 자율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환경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몇
가지 이용자 측면에서의 이용 편이성을 높이고, 지자체/의료기관/방송사업자가 연계된 사업모델이 발굴된다면 향후 유
비쿼터스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shows a u-Health management system in user's Life environment,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by enterprises. It's designed for users(citizens) and service provider(especially providing medical 
service). This paper is discussing on the proof on the service model being operated near the Tancheon stream 
in the city of Sung-nam. To maximize users' satisfaction, this service has been designed on four disciplines(so 
easy, so simple, well-customized, funny feedback) in the viewpoint for users. Its algorithm has 4 levels which 
are measurement, prescription, monitoring and feedback. In the system. there are HCBs(health check boothes) 
checking out status and assessment of users, customized health prescription customized a health management 
service prescription engine, exercise programs customized on exercise equipments near the stream and monitoring 
system.

Key Words : -U-Healthcare, User's Life Environment, Measurement/Prescription/Monitoring/Feedback, health 
            management service prescriptio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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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선진국을 심으로 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

이며, 우리나라도 OECD 국가  고령화사회 진입속도

가 매우 빠른 국가 의 하나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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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4%로 고령화 사회 진입 하고, 2026년 20.0%의 

고령화 사회로 도달할 망이다. 이는 국가경제에 많

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상되며, 이미 이와 련된 건

강보험 재정의 건 성 악화가 국가 인 문제로 두되고 

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 발병 양상의 변화  시민

들의 의학  가치  변화 한 의료서비스 시장 변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과 양  운동부족에 의한 고

압, 당뇨, 비만 등의 선진국형 성인병 증가, 복잡한 사회

발 에 따른 정신질환 증가, 환경오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선진국형 암질환의 증가, 각종 환경질환이 발병이 

증 되고 있고, 경제성장  지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 수 의 의료서비스 환경 구축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건강한 복지사회 구 에 한 요구가 증하

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서비스 시장 한 건강검진  증진, 암 생존

자 사후 리, 정신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분야 에서 형 병

원을 심으로 서비스의 차별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해 의료분야, 

IT분야, 서비스 발굴  운  분야에서 공동으로 참여 공

자(의사) 와 소비자(시민)가 만족 할수 있는 건강 리 

서비스를 설계, 구축, 서비스 운 을 통해 성공 인 서비

스 제공을 목표로, 성남시 탄천변에 구축 운 인 건강

리 서비스 모델에 한 실증 논문이다. 본 건강 리서

비스의 구축은 성남시청의 지원하에 건강 리 서비스 핵

심 알고리즘  맞춤형 운동콘텐츠 설계를 분당서울 병

원과 서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에서, 이를 토 로 

서버기반의 건강 리서비스 처방엔진, 이용자 피드백 엔

진 개발을 자부품 연구원에서, 건강가이드 DID, 웹기

반 건강 포털 개발을 (주)엠팔로우에서, 맞춤형 운동콘텐

츠 제작  서비스 운 을 (주)아름방송네트워크에서, 기

술자문은 동서울 학교에 의해 수행되었다.

생활환경 심의 의학  수  건강 리서비스 구 은 

평가/처방/모니터링/피드백의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측

정/평가는 탄천변에 설치된 건강지킴이 부스를 통해 제

공되고, 처방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남시청의 IDC  

센터 내에 치한 건강 리서비스 처방엔진을 통해 맞춤

형 건강서비스가 처방되고(운동처방  식습  처방), 모

니터링은 고정 도의 활동량계를 통해 운동량을 모니터

링 하며, 모니터링한 결과는 건강가이드 DID와 건강포털의 

입력을 통해 건강 리 처방엔진 으로 보내지며, 이 데이터

를 기반으로 맞춤형 피드백 정보가 이용자의 휴 폰을 통

해 제공되며, 이용자의 신체 측정정보, 운동정보, 피드백 정

보가 이용자 맞춤형으로 건강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II. 본 론

1. 생활환경기반 u-건강관리서비스 설계의 주

   요개념

본 건강 리 서비스 설계  구축은 4가지 주요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최 한 단순하게 - 이는 주 이용자 들이 고

령자 이며, IT기기에 한 이용성 이나 응성이 떨어지

고, 한 의사나 간호사가 개입하는 병원 심의 의료서

비스와 달리 자기주도 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공원 등의 공공환경에 서

비스를 구축, 운 시 매우 효율 이다.

두 번째는 최 한 가볍게 -  이 한 이용자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지만,  다른 측면은 개방된 공공 환경가운

데 건강 리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용자들에게 제

공되기 때문에 기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 한 가볍게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 다.

세 번째는 맞춤형을 지향 - 이는 기존의 웹 기반 헬스

어서비스 시스템은 이용자들 에게 많은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웹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므로, 50  이상의 고령자 들이 이서비스를 이용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서비스가 활성

화 되지 않는 주요 이유 이기도 하다.. 따라서 U-건강

리서비스의 구 시 사용자에 맞는 맞춤형 정보가 자동으

로 취합되고, 의료정보가 이용자가 이해 할수 있는 정보

로 변경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는 재미있는 피드백 - 이는 자기주도  의료서

비스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본 건강 리 서비스는 건강

리 핵심 알고리즘이 서버엔진을 기반으로 시스템화 되

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이용자는 자신 스스로 건강

리부스를 통해 측정하고, 평가 받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건강행동 리(맞춤형 운동  식습  리)를 수행한다. 

이용자들의 건강행 는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모니터링 

되어지며,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토 로 이용자 들이 본 

건강 리 서비스를 극 으로 이용하도록 격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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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등의 방법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

다. 이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자기주도  건강 리 서비

스가 안정화 되고 산업화가 될 수있다. 이 피드백 시스템

은 서비스 이용자의 치정보(모바일, 공원, 홈)와 이용 

디바이스(건강 가이드 DID, Phone, STB(TV), PC)에 최

화된 피드백 시스템의 구 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5], 

[10],[15-18]

2. 건강관리 서비스 단계별 핵심알고리즘

건강 리서비스는 평가, 처방, 모니터링, 피드백의 4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평가에 앞서 신체정보 측정

은 건강지킴이 부스에서, 건강신호등 측정은 웹 기반의 

건강포털의 UI를 통해 이루어지고, 측정된 신체정보 와 

건강신호등 체크정보는 건강 리 서비스 처방엔진을 통

해 이용자 맞춤형 처방(운동 처방  건강신호등 체킹 데

이터 기반 문자메시지 피드백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처방을 근거로 이용자 들은 공원(천변)의 운동시설(근력, 

유산소)에서 맞춤형 운동(건강행동)를 수행하고, 자신들

의 운동결과를 활동량계 기반으로 수집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된 결과를 건강가이드 DID와 건강포털을 통해 

입력하고, 이용자 들이 입력한 운동량 모니터링 데이터

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피드백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4가지(평가/처방/모니터링/피드백) 요소의 순

환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용자의 생활 환경 하에

서 효율 인 건강 리가 이루어진다.

가) 평가

건강 리서비스의 평가 단계는 건강지킴이 부스(탄천

변 설치) 에서의 비만(체 , 체지방, 복부미만)  근력

(근육량, 부 별 근육량), 압측정  건강가이드 DID나 

건강 포털을 통한 운동 기 사항 설문평가, 건강신호등 

설문 평가를 통해 통합 인 건강 리 서비스 측정이 이

루어진다.

평가 형식은 비만의 체성분 균형과 근력의 상/하체 근

육발달 여부에 따른 신체유형 제시  압평가  운동

기사항 설문과 건강신호등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

동 기사항  건강신호등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건강 리서비스 처방엔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비만 평가기   분류 설계

 *비만평가 기 은 체질량 지수(BMI;Body Mass 

Index, kg/m²), 체지방률(Percent Body Fat, %), 복

부지방률(Waist-Hip-Ratio)의 3가지 인자를 통해 

평가된다.

그림 1. 비만평가 기준
Fig. 1. Obesity rating

* 비만 평가는  평가기 을 근거로 12 가지 체형으로 

분류 평가되며, 분류별 의학  수 의 권고가 제시된다.

그림 2. 비만평가 분류
Fig. 2. Obesity evaluation category

② 근력평가  분류 설계

건강지킴이 부스의 체성분 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근

육량  근육량 강도 데이터(* 상 하체의 근육량의 균형

정도(상하균형, 상체발달, 하체발달, 상하체 허약), *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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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하체 근육량의 강도)를 기반으로 4가지 근력요

소로 분류 평가한다.

그림 3. 근력평가
Fig. 3. Muscular strength Rating

③ 압평가  분류 설계

압평가는 건강지킴이 부스내의 고정 도 압계를 

통해 측정된 수축기와 이완기 압을 통해 4단계 압군

으로 분류 평가한다. 참고문헌[9, 11]

* 정상 압 : SBP(수축기) < 130mmHg and DBP  

                 (이완기) < 85mmHg

* 고 압 단계 : 130 ≦ SBP(수축기) < 140mmHg or  

                   85 ≦ DBP(이완기) < 90mmHg

* 1단계 고 압 : 140 ≦ SBP(수축기) < 160mmHg or 

                90 ≦ DBP(이완기) < 100mmHg

* 2단계 고 압 : SBP(수축기) ≥ 160mmHg or DBP  

                      (이완기) ≥ 100mmHg

④ 운동 기사항 평가

운동 기사항 설문평가는 신체측정/평가후 이용자들

에게 운동처방 제공유무를 결정하기 한 평가로 평가요

소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 진료와 상담

을 권고한다.

1>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할 경우 의사의 
권고에 의해서만 하라고 들은 이 있습니까?

     □ □ 아니요

2> 운동을 할 때 가슴에 통증을 느낀 이 있습니까?

     □ □ 아니요

3> 지난달에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가슴에 
통증을 느낀 이 있습니까?

     □ □ 아니요

4> 어지럼증이나 의식소실로 인해 균형을 잃은 이 
있습니까?

     □ □ 아니요

5> 운동을 바꾼 후에 나 에 문제가 생긴 이 
있습니까?

     □ □ 아니요

6> 재 압이나 심장문제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있습니까?

     □ □ 아니요

7>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 아니요

⑤ 건강신호등 평가

건강신호등 평가는 신체지수(비만, 근력, 압)외에 건

강 리의 주요 인자인 체 , 운동(신체활동), 양(식습

), 흡연, 음주, 삶의질의 6가지 요소를 설문형식으로 측

정평가 하고 각 요소별 종합평가를 안 (녹색), 경계(노

랑색), 험( 색)의 3가지 신호등으로 제공하여 이용자

의 건강상태를 표 하고, 문자메시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각 요소별 맞춤형 건강 리서비스 처방을 제공한다. 

참고문헌[12, 13]

1> 체  평가

체  건강신호등 평가는 건강지킴이 부스의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측정한 BMI, 복부미만 데이터를 통해 평

가한다. 

* 평가기

- 복부비만(유, 무) : 남≥90cm, 여≥85cm

- 비만도(남여 공통) :

   체 (BMI≺18.5), 

   정상체 (18.5≤BMI≺25), 

   비만1단계(25≤BMI≺30), 

   비만2단계(30≤BMI≺35), 

   비만3단계(BMI≥35)

* 평가(분류)

   안 (녹색)   : 정상체  and 복부미만 없음

   경계(노랑색) : 체  and 복부미만 없음, 

                 비만1단계 and 복부미만 없음, 

                 체  and 복부미만 있음, 

                 정상체  and 복부미만 있음

   험( 색)   : 비만2단계 and 복부미만 없음,    

                    비만3단계 and 복부미만 없음, 

                 비만1단계 and 복부미만 있음,    

                    비만2단계 and 복부미만 있음, 

                 비만3단계 and 복부미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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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 평가

신체활동 건강신호등 평가는 WHO 세계 신체활동 설

문(IPAQ :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의 과거 7일 동안의 자가 단축형 설문을 기반으로 평가하

다.

- IPAQ 신체활동 설문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격렬한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신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 

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 입니다. 

한번에 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 만을 생각하여 응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7일간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 로빅, 

빠른 속도로 자 거 타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 활

동을 며칠간 하 습니까?

  일주일에 A 일 

  격렬한 신체활동 없었음-> 3번으로 가세요

2. 그런 날  하루에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B 분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간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정도 신체활동이란 간정도 힘들

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  더 차게 만

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

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7일간, 가벼운 물건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

거 타기, 복식 테니스 등과 같은 간정도 신체 활

동을 며칠간 하 습니까? 걷기는 포함시키지 마십

시오.

  일주일에  C 일 

  간정도 신체활동 없었음 -> 5번으로 가세요

4. 그런 날  하루에 간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며보

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D 분

지난 7일간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집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걸은 것 뿐만 아니라 오

락 활동, 스포츠, 운동,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

다.

5. 지난 7일간, 한번에 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E 일

  걷지 않았음 -> 7번으로 가세요

6. 그런 날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

나 됩니까?

  하루에 F 분

마지막 질문은 지난 7일간 주 에 앉아서 보낸 시간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집에서 학업이나 여가 

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다. 한 책상에 앉

아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독서할 때 앉거나, 텔 비

을 앉아서 는 워서 시청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7. 지난 7일간, 주 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

나 됩니까?

  하루에 G 분

 - IPAQ 신체활동 설문기반 평가

그림 4. 신체활동 평가
Fig. 4. Assessment of physical activity

* Total MET = 8*A*B + 4*C*D + 3.3*E*F

* Total calories =total MET * weight (kg)/60

3> 양(식습 ) 평가

양(식습 ) 평가는 2003년 한국 양학회지 논문 “한

국성인의 양 험군 진단을 한 식생활진단표의 개발

과 타당성 검증에 한 연구/김화  등”을 기 로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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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항으로 분류 수화 하고 문항별 일반 인 가이드

라인과 이에 한 피드백을 문자메시지 기반으로 제공한다.

* 식습  설문 문항

1, 칼슘 섭취평가

2, 단백질 섭취평가

3.4,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섭취평가

5.6, 지방 섭취평가

7, 소  섭취평가   

8, 식사의 규칙성평가

9, 단음식  고열량 식품 섭취평가

10, 다양한 음식 섭취평가

11, 야식 섭취평가

12, 수분 섭취평가

* 식습  설문지  평가 수표

* 식습  평가  권고

그림 5. 식습관 설문 평가
Fig 5. Dietary assessment

MDA index (A)= 측정 수 모두합산(60  만 ) 

0-100  기  수 환산= 25(A/12-1)

4> 음주 평가

음주 설문평가는 험음주 는 문제음주 여부를 

악하고 정음주에 한 교육을 통해 험음주나 문제음

주 행 의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음주의 분류는 험음주 

: 음주량이 정기  이상인 경우, 알코올 련 이상의 기

에는 맞지 않으나 알코올 남용  의존의 험이 높음, 

문제음주 : 알코올 남용  의존의 기 에는 해당되지 않

으나 신체 , 사회 , 정신  해를 유발할수 있는 음주, 

알코올 남용  의존 : 반복 인 신체, 사회, 정신 인 

해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이거나 단할수 없는 경우로 

분류되며, NIAAA(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lism)의 음주 련 분류는 알코올 섭취를 기

으로 하며, 정음주는 나라마다 기 이 다양함(8-12g)

정음주

- 모든여성  65세이상 남성 :  ≤ 1잔/일

-  65세미만 남성 : ≤ 2잔/일

과음

- 여성 : > 7잔/주 or 3잔/회 

- 남성 : > 14잔/주 or 4잔/회

폭음

- 여성 : 한번에 4잔 이상

- 남성 : 한번에 5잔 이상

* 음주 설문

1. 재 술을 드십니까

   - 아니오 원래 안 마신다. <음주 신호등 종료>

   -  <2번 문항 으로>

2. 술을 드시는 날은 보통 몇 잔을 드십니까? □잔(A)

   (소주, 양주, 포도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

산합니다. 단 맥주는 캔맥주 1개(355cc)=1.5잔)

3. 술을 마시는 횟수는 보통 어느 정도 입니까? 

   □회/주(B) 는 □회/월(C) 

그림 6. 음주량 계산 알고리즘
Fig. 6. The algorithm for calculating alcohol 

consumption

65세 이하의 건강한 남성

- 정음주 : A≤ 2  & A*B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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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음주(폭음) : A ≥ 5    

- 험음주 : A*B ≥ 15

여성 혹은 66세 이상의 노인, 당뇨, 고 압, 고지 증, 

심장병, 뇌졸  병력이 있는 경우

- 정음주 : A≤ 1  & A*B ≤ 7

- 험음주(폭음) A≥ 4

- 험음주 : A*B ≥ 8

* 신호등 평가  권고

그림 7. 음주 신호등 평가
Fig. 7. Drinking light rating

5> 삶의질 평가

삶의질 설문 평가는 WHO의 삶의질을 기 로 

26문항의 단축형 삶의질 평가 설문항을 설계하 으며, 

삶의질 평가설문은 반 인 삶의질, 반 인 건강 

상태 와 세부항으로 신체건강, 심리  건강, 사회  계, 

환경의 항으로 설계됨.

* 삶의질 평가 설문

1. 반 인 삶의질 평가

2. 반 인 건강상태 평가

3. 4. 10. 15. 16. 17. 18 신체건강 평가

5. 6. 7. 11. 19. 26 심리  건강 평가

20. 21. 22 사회  계 평가

8. 9. 12. 13. 14. 23. 24. 25 환경 평가 

그림 8. 삶의질 평가 설문
Fig. 8. Quality of life assessment

* 삶의질 설문평가 수표

(Q3*=6-Q3, Q4*=6-Q4, Q26*=6-Q26)

* 삶의질 설문평가 신호등

- 반  삶의질 평가

- 세부항목 삶의질 평가

6> 건강신호등 종합평가 

에서 설명한 비만평가, 음주, 흡연, 운동 (신체활동), 

양, 삶의질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의 그림처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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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각각의 건강 신호등 

항목별로 이용자 맞춤형 피드백 정보가 문자메시지를 기

반으로 제공된다.

<건강 험요인 평가 시>

그림 9. 건강신호등 종합평가
Fig. 9. Comprehensive assessment of health light 

나) 처방

건강 리 서비스의 맞춤형 처방은 건강 지킴이 부스

에서 측정, 평가된 이용자의 신체정보를 기반으로 근력

운동 과 유산소 운동을 기반한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

한다.

* 맞춤형 운동처방 결정변수  

성별(남/여), 연령(65세 이상/이하), 고 압 유무, 체질

량 지수(BMI<23, 23-25, >25), 복부비만(남 : WC>90cm 

or not, 여 : 80 < 80cm or not), 체지방률(PBF : 근육형 

or 지방형, 한국인 cut off 고려), 신체발달 상태(상체형 

or 하체형 or 신발달형)

* 운동기구

본 건강 리 서비스의 맞춤형 운동처방은 공원 등의 

공공녹지 환경에 기 설치된 운동시설을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을 설계함. 

* 목 별 운동의 분류

- 상체운동(A) 

미는 근육군(A-a) : Chest press, Bench push up, 

Bench dips

당기는 근육근(A-b) : Lat pull down, Bent over   

lateral raise

- 하체운동(B)

앞다리 근육군(B-a) : Leg press, Step up, Squat

뒷다리 근육근(B-b) : Standing kick back, Lying kick 

back, Good-morning extension

하퇴 근육근(B-c): Standing calf raise, Seated calf 

raise, Donkey calf raise

통합 근육근(B-d): Swing walker, Standard lunge,  

Walking lunge

- 체간운동(C)

복부 근육근(C-a) : Sit up & crunch, Seated     

knee-up, Leg raise

등허리 근육근(C-b) : Good-morning extension,    

Lying torso raise

* 운동순서(공통) : 표 운동 시간(1시간), 단축형 운

동시간(40분)

비운동(5분) -> 스트 칭(3-5분) -> 본운동(근력  

운동 30분/20분) -> 유산소 운동(15분-20분/5분-10    

분) -> 스트 칭(3-5분)

* 본운동(근력운동 형태)

본 운동 형태는 서킷훈련과 분할훈련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본 논문 에서는 서킷 훈련을 채택 구  하 다. 

서킷 훈련은 5분-7분 단 의 서킷으로 구분하고, 하루 

동일 서킷을 4회 반복 훈련한다. 서킷훈련은 상체운동/하

체운동/체간운동/상체운동/하체운동으로 구성 되며, 서

킷 사이에는 휴식시간을 갖는다. 동일 서킷 로그램을 2

주일 정도 반복 제공한다. 

* 이용자 맞춤형 운동 로그램 알고리즘. 

그림 10.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알고리즘
Fig. 10. The algorithm for calculating personalized 

exercise program

* 맞춤형 운동 로그램 제공 시

- 조건 : 고 압 없는, 남자, 정상체 , 복부비만 없고,

체지방률 가진 신발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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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예시
Fig. 11. Example of personalized exercise program

* 맞춤형 운동 로그램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 압약 복용 환자 그룹핑 : 일반 그룹과 동일시 문제 

- 연령별 : 운동강도, 근력운동 종류/장년층에 하체근

력 주

- 성별 : 유산소, 근력운동 비 /여성에 근력운동 추가

- 고 압 : 유산소, 근력운동 비 /고 압 군에 유산소

운동비  증가 

다) 모니터링

이용자 들이 건강 리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맞춤형 건강 리 서비스의 이용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분석하여 이용자 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함으로써  지속

인 서비스 이용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함.

* 매일/주 3회 이상 모니터링

- 운동량 : 고정 도 활동량계를(10분 이상 운동시 운

동으로 계수, 몸무게, 보폭등을 설정) 이용하여 매일 

운동량을 모니터링

* 매주 모니터링

- 운동량 평균(활동량계), 체 .체지방,근육량(건강지

킴이 센터의 체성분계), 압(건강지킴이부스의 

압계)

* 매달 모니터링

- 운동량 평균, 체 /체지방/근육량, 압, 건강신호등 

라) 피드백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휴 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운동량 피드

백, 웹 기반 건강 포털을 이용하여 매주/매월 운동량 평

균, 체 /체지방/근육량, 압, 건강신호등 피드백을 제공

한다.

* 운동량 피드백 알고리즘

<65세 이하 성인(남여 공통)>

- 운동량 모니터링[입력 : 시간(분/B), 보수(보/A)]

  목표 소비 칼로리 : (50/7)*체 (kg) kcal 

  측 소비 칼로리 : 3.3*체 *B/60

->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동량 입력값을 기반으로 하

루의 목표 소비 칼로리와 상 소비 칼로리 제공

-> 하루의 운동량을 기 (30분 이상/이하, 120분 이

상)으로 하루의 권고운동을 가이드

<65세 이상 성인(남여 공통)>

- 운동량 모니터링[입력 : 시간(분/B), 보수(보/A)]

  목표 소비 칼로리 : (25/7)*체 (kg) kcal 

  측 소비 칼로리 : 3.3*체 *B/60

->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동량 입력값을 기반으로 하

루의 목표 소비 칼로리와 상 소비 칼로리 제공

-> 하루의 운동량을 기 (30분 이상/이하, 120분 이

상)으로 하루의 권고운동을 가이드

3. 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 구현 및 구축 

평가/처방/모니터링/피드백의 핵심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건강 리서비스 처방 엔진과 문자메시지 기반의 피

드백 서비스 제공을 한 문자메시지 피드백 엔진을 구

하 으며 구 된 서버는 보안성 확보를 해 성남시의 

IDC 센터에 건강 리 서비스서버를 입주시켰고, 평가(측

정)는 이용자 들의 서비스 편이성 확보를 해 기존의 탄

천기반 건강운동을 하던 장소에(이용자 들의 최 의 동

선 확보  홍수시 수해 방) 건강 지킴이 부스를 설치 

운  이며, 맞춤형 운동 처방의 수행  운동량 모니터

링 데이터를 입력 하기 해 기 설치된 운동기구 주변에 

건강가이드 DID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이성을 극 화한 

운동처방 과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한다. 

* 건강지킴이 부스 구성

그림 12. 건강 지킴이 부스
Fig. 12. Health guardian b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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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부스는 RFID 리더/카드, 체성분계, 압

계로 구성된 2 조의 System이 제공되며, 부스에서는 개

인별 건강정보를 측정하며, 측정된 건강정보는 건강지킴

이 입력데이터 처리 서버를 통해 건강 리 서비스 처방

엔진으로 보안 송된다. 참고문헌
[6-8]

* 건강가이드 DID

공원내의 운동기구 주변에 설치된 건강가이드 DID는 

RFID 시스템과 연동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수행 과 

개인별 활동량 모니터링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그림 13. 건강 가이드 DID
Fig. 13. Health Guide DID

* 웹 기반 건강 포털

웹 상에 구 된 건강 포털은 기존의 헬스 어서비스 

포털과 달리 이용자 ID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보

(건강 측정정보, 맞춤형 운동 처방, 운동량 정보 등)을 수

집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 포털이다.

그림 14. 건강 포털
Fig. 14. Health portal

4.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본 건강 리 서비스 시스템은 2010년 1년간 연구개발

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 고, 2011년 1월부터 2월 까지 

시범서비스 운 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후 1차 으로 

분당 서울 병원과 력으로 50명의 신청자를 상으로 

2개월 간의 탄천향 건강 리서비스 임상 시험을 마쳤으

며 재 600명 정도의 일반시민을 상으로 상용서비스

를 제공 에 있다. 

III. 결  론

기존의 여러 형태의 u-헬스 어 서비스와 달리 본 건

강 리 서비스 개발  구축은 철 히 이용자(시민) 와 

서비스 제공자(의료서비스) 에서 건강 리 서비스를 

기획하고, IT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구축한 서비스이다.

본 건강 리 서비스의 기획, 연구개발, 구축, 서비스 

운   개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는 일반 시민을 

상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환경(공원)과 가

정을 연계하여 시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리 하고 증

진하는 u-건강 리서비스는 차세  의료서비스(헬스

어 2.0) 요한 사업 역이 될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서비스가 사업성을 확보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

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의 서비스를 최 화하기 해서

는 몇가지 요소의 보완 개발이 필요하다.

1) 기 건강 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50

 이상의 고령자이다. 고령자 상의 U-건강 리 

서비스의 구 시 이용자 편이성(UI, 내용의 가독성 

등)을 극 화 하는 것이 매우 요한 요소이다. 이

를 해 최근의 미디어 시장의 주요 트랜드인 스마

트 기기(스마트 폰, 스마트 TV)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N-Screen (PC, TV, Phone, DID)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최 화된 건강 리 서비스 

피드백을 제공하기 한 통합 피드백 서버의 설계 

 구축이 필요하다. 

2) 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주로 활

동하는 공간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할수 있고 이

용하기 원하며 이를 고려하여 시민들의 왕래가 빈

번하고, 집 된 공공 녹지환경에 고품질의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자연 친화 인 건강지

킴이 부스의 설치는 요한 요소이다. 한 기 구축

된 운동 시설을 활용한 건강가이드 DID 기반의 맞

춤형 근력운동의 제공은 근력운동 서비스가 자신의 

신체에 최 화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하고(고품질),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운동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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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작이 필요하며, 가정의 TV 환경과 연계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3) 본 건강 리 서비스는 자기 주도  서비스이므로 

기 이용자의 확보와 확보된 이용자 들이 지속

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기 한 동기부여  유

인책이 필요하다. 이를 해 이용자 별로 특화된 

건강 리 서비스 피드백 정책이 필요하다.

4) 건강 리 콘텐츠  서비스 개발시 이용자 들이 의

학정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이용자 

높이의 콘텐츠의 기획  개발이 필요하다.

5) 본 서비스의 성패는 기 구축  운 , 유지/보수,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한 서비스 개선이 요하며, 

이를 해 지자체/병원/미디어 사업자를 연계한 수

익성이 확보된 서비스 모델의 발굴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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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재 서울 학교병원 가

정의학과 조교수

<주 심 분야: U-healthcare service, 

PHR, Health Promotion>

김 찬 규(정회원)
∙2011년 12월 재 자부품 연구원 

실감정보 랫폼 연구센터 책임연구

원

<주 심분야 :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융합서비스 기술, Health Care 

service, U-City, DTV 등 >

정 광 모(정회원)
∙2011년 12월 재 자부품연구원 실

감정보 랫폼 연구센터 센터장

<주 심분야 :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융합서비스 기술, Health Care 

service, U-City, DTV 등 > 

김 남 일(종신회원)
∙2011년 12월 재 가천의과학 학교 

정보공학부 교수

< 심분야 : 컴퓨터네트워크, 트래픽제

어, 유비쿼터스, 유헬스 어, BcN>

강 정 진(종신회원)
∙ 1991년 3월 - 2011년 12월 재 동서

울 학교 정보통신과 교수

∙ 2007년 2월 - 2010년 2월 미시간주립

학교 기컴퓨터공학과 교환교수 

∙ 1991년 8월 - 2005년 8월 건국 학교 

자정보통신공학과 외래교수( 학

원  학부, 강의  논문지도)

∙2011년 재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인명록 등재

<주 심분야 : Smart & Cloud Convergence, RFID/USN, 

Smart device, Mobile Communication & Computing, 

Antenna & Electromagnetic Wave, Intelligent 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