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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헬스 서비스는 특정 질병의 치료  리에서 서비스 상자에 한 

행동수정기반의 방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유헬스 서비스는 원격진료나 상담을 통한 서비스나 

생체정보의 모니터링만을 제공하여 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를 방하거나 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리를 한 멀티 랫폼 기반의 유헬스 서비스 모델를 제안한다. 

멀티 랫폼 기반의 유헬스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사용자의 치와 제한없이 지속 으로 건강

정보  식이, 운동에 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CDS(Clinical Decision 

Support) 모듈을 활용한 처방 서비스를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공한다. 의사는 행동수정 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상자의 생활패턴을 악하고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본 유헬스 서비스 모델은 서비

스 상자에게 멀티 랫폼 환경에서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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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health services have been progressed as treatment and management for specific diseases 

and prevention services for providing the behavior management to customer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chronic patients. The conventional U-health services provide required services and 

bio-information monitoring only through remote diagnoses and counsels and that represent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managing metabolic syndrome patients like chronic patients. Thus, 

in this study a multi platform based U-health service model for managing the health of chronic 

patients is proposed. The multi-platform based U-health service model can provide continuous 

health information, diet, and exercise services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customers through 

PCs and smart phones. In addition, it is able to provide prescription services to doctors and 

nurses using a CDS (Clinical Decision Support) module based on clinical information. Doctors 

can identify the life pattern of patients through a behavior modification program and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patients. The U-health service model provides effective services in 

multi-platform environments to customers and that will improve the health of chron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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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 으로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이 격하

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1]. 이에따라 의료서비스의 

문화와 다양화를 통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요구

되고 있으며, 기존의 병원 방문을 통한 의료체제에서 

질병 방의 사후 리와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 하고 있다[2]. 유헬스 서비스

(U-Health Service)는 IT와 의료 서비스의 목을 통

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헬스 어 서비스이며 기존의 병원 방문을 통한 의료체

제에서 행동 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환자의 건강

리와 처방이 가능하다[3].

만성질환자를 한 유헬스 서비스를 해서는 병원

의 의료서비스와 의학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어 환

자의 자기 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해 노력해야한다

[4]. 최근 고 압과 당뇨환자 상의 유헬스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에 많은 투

자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기존의 만성질환자를 한 유헬스 서비스는 원격진

료나 상담을 통한 서비스나 생체정보의 모니터링 정보

수 만 제공하며 단일 랫폼 기반으로 질환자의 여러 

가지 행동패턴에 한 한 피드백이 어렵다. 따라서  

만성질환자를 방하거나 리에는 한계가 있다. 그 

에서도 만성질환자의 식사 섭취량  한 식이 리

가 요하며 기존의 처방 방법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

하여 하루에 섭취한 식사를 직  식사일지에 기록하여 

병원에 제출한 후 양사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지므로, 

질환자는 섭취하는 식품의 양소량을 바로 알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6]. 한, 질환자 개개인마다의 식생활 

패턴과 행동 패턴은 다르기 때문에 질환을 리할 때

도, 개인 패턴에 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건

강 리와 증진이 효과 이다[7].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리를 한 

멀티 랫폼 기반의 유헬스 서비스 모델를 제안한다. 제

안하는 서비스 모델은 멀티 랫폼 기반으로 의사와 간

호사에게 CDS(Clinical Decision Support)를 지원하며, 

질환자는 스마트폰과 웹을 활용한 질병, 식이, 운동에 

한 정보제공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질병 이력의 모

니터링 서비스와 질환자의 행동 수정을 통해 의사와 간

호사는 확인과 조치가 가능하다. 한, 행동 유형과 식

생활에 따른 건강 생활 패턴을 제시함으로 만성질환의 

치료  방을 높일 수 있으며 맞춤화된 유헬스 서비

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유헬스 서비스는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

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며 건강 리에 

효과 일 것으로 기 한다.

II. 관련연구 

1. 유헬스 서비스 모델
인들의 식생활의 변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증

하고 있다. 그  비만은 심 질환  당뇨병, 고 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성질환은 자

기 리의 소홀로 인해 질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회

복이 불가능한 상태도 래할 수 있다.

웰티즌의 개인별 신체정보를 통한 맞춤형 건강 운동, 

식단 제공 서비스[8]는 질환자의 신체정보와 질병정보

의 입력을 바탕으로 운동 처방과 식단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섭취여부와 그래 를 통해 양소 밸런스와 칼로

리 황을 보여 다.

비트 컴퓨터의 Dreamcare TV[9]는 기존의 방문 처

방과 웹 서비스 방식이 아닌 IPTV 랫폼 기반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질환자의 체성분 분석 결과  자가 문

진을 통해 식단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되는 식단에 한 

조리법과 문가 소견을 제공한다.

기존의 유헬스 서비스 모델은 자가 방문이나 웹, 

IPTV등의 특정한 공간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며, 질환자

의 사회생활 속의 행동 모니터링  교정에 한 서비

스가 부재하다. 한, 의학 인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서

비스 모델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헬스 모델은 문의에게 처

방 받은 식단  운동 로그램과 행동수정요법에 해 

환자는 자신의 스마트 폰과 웹을 이용하여 실시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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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건강관리 모델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의학  가이드라인이 필요

하며 만성질환 에서도 질병분포가 가장 높은 당뇨와 

고 압, 비만에 한 건강 리 모델을 기술한다.

당뇨 리는 질환자의 식단을 정상 당 유지와 체

조   합병증의 방과 지연을 하여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추천하여 조 해야 한다. 한 과도한 운동은 질

환자에게 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의 상담을 통하여 한 운동의 종류  강도를 정하

여 이를 과하지 않도록 리한다. [표 1]은 당뇨병에 

한 당기 이다[10].

표 1. 혈당기준
시간 정상 내당능 장애 당뇨병

공복 109   이하 110 ~ 125 126 이상
1시간 180   이하 200   이상 200 이상
2시간 140   이하 140 ~ 199 200 이상

고 압은 염 주의 식단조 이 매우 요하다. 

압 상승의 주요 원인인 나트륨의 섭취를 이기 하

여, 식단 추천 시 염분의 함량이 많은 것은 배제하며, 인

스턴트 음식 섭취를 한다. 그리고 항상 상자에게 

염분섭취를 일 것을 상기시켜줘야 한다. 한 과도한 

운동은 고 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

해야 하고 심장병 혹은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이 있을 

경우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하여 한 운동의 종류  

강도를 정하여 이를 과하지 않도록 리해야 한다

[11]. [표 2]는 압에 따르는 고 압 분류 체계이다.

표 2. 고혈압 분류 체계[12]
압 분류

수축기 압
(mmHg)

이완기 압
(mmHg)

생활개선 
요법

정상 <120 <80 시행 독려
고혈압 전단계 120-139 80-89 시행
1기 고혈압 140-159 90-99 시행
2기 고혈압 ≥160 ≥100 시행

비만 리와 방을 해서는 체 조 과 식단조

이 요하며 체 조 은 질환자의 체 을 조 하기 

하여 표 체 을 확인하고 감량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그리고 식단조 은 열량을 제외한 다른 양

소는 정량을 섭취하고 부족한 열량을 체지방에 분해

되어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하여 에 지 도와 

소화흡수율을 낮추고 포만감을 주기 하여 식이섬유

소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 운동조

은 지속 으로 심폐 계에 자극을 주는 유산소운동인 

걷기, 산책, 자 거타기, 고정식 자 거, 수  등을 한다. 

운동을 하여 근육량이 증가된 경우 기 사량의 증가

를 가져와 지방의 분해를 활성화 한다[13]. [표 3]은 비

만도에 따르는 에 지 산정 방법이다.

표 3. 비만도에 따르는 에너지 산정 방법

체  
분류

BMI

활동 정도에 따른 단 체 당 칼로리 
필요량(Kcal/Kg)

가벼운 활동 등도활동 심한 활동

저체중 < 198.5 35 40 45

정상 18.5 ~ 
22.9 30 35 40

과체중 23.0 ~ 
22.9 25 30 35

비만 ≥ 25

III. 멀티플랫폼 기반의 유헬스 서비스 

1. 서비스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 랫폼 기반의 유헬스 서

비스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멀티 랫폼 기반의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는 기존의 단일 랫폼이 아닌 모바일, 웹을 통해 멀티 

랫폼 기반으로 제공해야 한다.

질환자는 행동 수정 로그램을 실시하며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 Healthcare Center에 서비스 요청하고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Healthcare Center는 만성 질환자의 식이 패턴과 행

동패턴 데이터를 CDMP(Chronic Disease Multi 

Platform)를 통해 Healthcare Center로 달받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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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멀티플랫폼 기반의 유헬스 서비스 모델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를 리한다. 서비스는 외부 콘

텐츠 정보 제공자를 통해 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다. 외부 콘텐츠 제공자의 식단과 운동 로그램과 여

러 건강 련 DB를 수집하여 의사와 간호사는 CDS 

Application을 통해 질환자에게 맞춤화된 운동, 식단을 

결정한다. 한 질환자에게 합한 식당  메뉴, 운동 

센터 등을 GPS와 GIS정보를 통해 웹과 스마트 모바일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모델을 통해 질환자에게 운동과 식단을 처방

을 제공하는 서비스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질환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다. 간호사는 

질환자의 정보와 임상 평가를 입력하며, 의사는 임상 

결과에 한 식이, 운동 처방을 내린다. 처방이 완료 된 

후, 질환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식단과 운동을 추천받으

며, GPS, GIS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후 

웹을 통해 처방  확인과 식이/운동 기록, 측정 모니터

링이 가능하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처방 로세스가 필요하며 그림 3은 질환자

에게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과정이다.

그림 2. 서비스 흐름도

간호사 측에서 확인  평가 받은 환자등록 정보와 

진료 수 정보를 통해 비만, 당뇨 그 외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환자에게 알맞은 약물과 시술처방을 제공하

고, 식이처방 과 운동처방 , Vital 측정결과지 출력 

인쇄는 물론, 1주일 단 의 식단 로그램과 운동 로

그램, 행동수정요법 등을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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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질환자 서비스 제공 과정

특히, 식단 로그램에서는 일반식과 유동식, 죽식, 

연식을 구분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칼로리 조 과 양

성분 강화  특이체질을 감안하여 환자별 맞춤 로그

램을 제공하고 운동 로그램에서는 환자의 운동 능력

과 응력을 단하여 유산소, 근력 강화 운동 종목에 

해 식단과 동일하게 맞춤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처방된 식단과 운동 로그램의 수행여부에 따

른 종합 인 통계분석 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
만성질환자를 한 유헬스 서비스 모델의 시스템 구

성도는 [그림 4]와 같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System Environment 모듈은 

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나뉘게 되며, 웹과 스마트폰의 

데이터간의 연동을 Database Server를 심으로 

Application Server와 Web Server로 분류된다.

Data Base 모듈은 질환자의 임상 데이터, 처방 데이

터와 서비스 추천을 한 콘텐츠 데이터로 분류된다.

External Data Base 모듈은 외부의 콘텐츠 정보를 이

용하여 식이, 운동 추천의 종류를 추가하며 각종 콘텐

츠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Application 모듈은 간호사 로그램과 의사가 사용

하는 건강 리 로그램으로 나뉘며, 질환자의 정보를 

통해서 임상 인 처방을 실시하는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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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모듈은 질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제공

되는 서비스 이외의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식이 등을 실

시할 경우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

Mobile 모듈은 Application 모듈로부터 처방이 완료

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으로 GPS등의 서비

스를 질환자에게 제공하는 필수 구성요소이다.

각 모듈에서 획득되거나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보안

을 해 하나의 통합 서버에서 리한다.

4. 처방 프로세스
4.1 영양 처방 프로세스
양처방 로세스는 질환자의 기본정보를 기 로 

하며 양 문가의 객 인 소견에 따라 처방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근거기반의 양소 비율

[10]을 결정한다. [그림 5]는 양처방 로세스이다.

그림 5. 영양처방 프로세스

질환자의 기본정보인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을 수

집하여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공식에 따

라 BMI를 계산하며 비만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필요 

열량 도출을 해 질환자의 질병정보와 활동량 정보를 

수집한다. 질환자의 질병정보, 활동량, BMI에 따라 사

용자에게 맞는 하루 식단의 열량을 도출하고 제한되는 

양소와 필수 인 양소를 비율에 맞게 결정한다.

4.2 운동 처방 프로세스
운동 처방 방법은 양 처방과 마찬가지로 문가의 

객  소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ACSM Guideline[11]을 참조했다. 운동의 처방을 한 

단계별 로세스는 [그림 6]과 같다.

질환자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한 후, 질병 정보에 따르는 운동을 분류한다. 분류

된 운동의 세트나 횟수 등의 강도를 결정하기 해 근력 

근지구력 등의 체력정보를 수집하여 운동 처방을 한다.

 

그림 6. 운동 처방 프로세스

IV. 서비스화면

1. 모바일 서비스
질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의 서비스 기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서비스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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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왼쪽 화면은 어 리 이션 실행 시 제공

되는 메뉴이며, 서비스 상세 내용은 [그림 7]의 오른쪽 

표와 같다.

[그림 8]은 식이 정보를 통한 GPS와 추천메뉴를 보

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8. 식이 제공 서비스

추천된 식단을 통해 GPS를 이용하여 주변 식당정보

를 나타내는 화면과 식당의 추천 메뉴를 보여주게 되

며, 질환자는 추천된 식당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 을 

선택 할 수 있다. 운동 정보도 마찬가지로 식단과 같이 

제공되며, 주변 운동 센터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9]는 질환자가 선택한 음식 의 치를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화면이다.

음식 을 찾아가기 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4가지

로 구성이 되어있다. 질환자는 음식 까지의 이동수단

을 자동차 내비게이션, 도보, 지하철, 버스 등의 선택을 

통해 재 치에서 음식 까지의 길안내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그림 9. 내비게이션 서비스

2. 웹 서비스
식사기록에 한 웹 서비스 내용은 [그림 10]과 같다. 

질환자가 섭취한 음식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양정

보를 상세하게 찰할 수 있다. 

그림 10. 식사기록 서비스

그림 11. 운동기록 서비스

[그림 11]은 운동기록의 웹 서비스 이다. 질환자의 운

동 실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운동 명칭과 실행 세트와 

횟수, 소모 칼로리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간호사와 의사를 통한 질환자의 식이 처방  화면은 

[그림 12]와 같으며, 운동처방  화면은 [그림 13]과 같다.

식이와 운동 처방을 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질

환자는 자신의 신체 정보 내용과 체  조  여부, 하루 

권장 칼로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질환자는 일주일간의 식단을 확인 가능하며, 식단의 

양성분과, 자신의 특이 체질에 따른 정보를 [그림 14]

와 같이 보여 다. [그림 15]는 질환자에게 일주일간의 

운동 로그램을 제공하는 화면이다. 질환자는 웹 서비

스를 통하여 자신이 실행한 식이와 운동에 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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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 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식이서비스와 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12. 식이 처방전

그림 13. 운동 처방전

그림 14. 식이 프로그램

그림 15. 운동 프로그램

[그림 16]은 질환자의 식습 과 특수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한 행동수정 로그램이다. 행동수정은 질환자

의 사회속에서 생활패턴의 변화를 측정하기 한 로

그램으로서, 행동수정 데이터를 통하여, 의사와 간호사

는 이를 토 로 새로운 식이와 운동 처방 을 작성한다.

그림 16. 행동수정 프로그램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 랫폼 기반의 만성질환자의 건

강 리를 한 유헬스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유헬스 서비스 모델은 만성질환자들에게 

가장 요한 식이와 운동을 처방  추천해 주는 서비

스이며, 스마트폰과 웹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CDMP를 통하여 이기종의 디바이스와 외부의 콘텐

츠 자료를 수집하고, 메인 서버에서는 CDS application

을 통하여 서비스를 한 추론이 가능하다. 의사와 간

호사는 CDMP로 부터 획득한 질환자의 데이터와 식이 

 운동 처방과 추천에 한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 

지며, 질환자는 더욱 질 높은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모델은 질환자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특정 공간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강정보  처방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

을 수 있다. 질환자에게 실질 으로 필요한 서비스 구

성으로 효율 인 건강 리와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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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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