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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veloped a prediction model using machine learning technology and predicted the success of health 

consulting by using life log data generated through u-Health service. The model index of the Random Forest model 

was the highest us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andom Forest model, blood pressur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success or failure of metabolic syndrome in the subjects of u-Health service, followed by triglycerides, 

body weight, blood sugar, high cholesterol, and medication appear. muscular, basal metabolic rate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ere increased; waist circumference, Blood sugar and triglyceride were decreased. Further, 

biometrics and health behavior improved. After nine months of u-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subjects with four 

or more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decreased by 28.6%; 3.7% of regular drinkers stopped drinking; 23.2% of 

subjects who rarely exercised began to exercise twice a week or more; and 20.0% of smokers stopped smoking. If 

the predictiv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linked with CBR, it can be used as case study data of CBR with high 

probability of success in the prediction model to improve the compliance of the subject and to improve the qualitative 

effect of counsel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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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웰니스 어 시장은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망되며, 이에 따라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진단기기

(IoT 센서 디바이스) 서비스 등의 기술개발  제

품 니즈 한 증가 추세에 있다. 한 IT 기술의 빠

른 발 과 산업 반의 융합화와 고령화  보건의

료 재정의 부실화와 함께 소비자의 보건의료․건강

리에 한 요구가 증 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IT를 목․융합한 개념인 유비쿼터스 헬스 어

(Ubiquitous Healthcare Service, 이하 u-Health)

에 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Koh and Cho, 

2011).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 기술/사업분

야  하나로 의료기기가 선정됨에 따라 유헬스 산

업 활성화를 한 법 ․제도  장치의 마련이 요

구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 헬스 어 시장이 연평균 

12.5%로 성장하여 2014년 이후 3조 원을 넘어설 것

이라고 망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료비가 2008년 

68조 원(GDP 비 6.2%)에서 2013년 102.9조 원

(GDP 비 7.2%)으로 5년간 51% 증함에 따라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건강 리 심의 u-웰니

스 시장의 규모가 약 2조 원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당뇨(Ahring et al., 

1992; Sacco et al., 2004; Vahatalo et al., 2004; 

Benhamou et al., 2007; Cho et al., 2006), 고 압

(Marquez et al., 2004; Park et al., 2009), 결핵

(DeMaio et al., 2001), 천식(Ostojic et al., 2005), 

사증후군(Kim and Song, 2008; Kim and Kim, 

2008), 연(Brendreyen and Kraft, 2008)을 한 

효과 인 수단으로 제공되며, u-Health 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리는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

출을 낮추는데 유용하게(Kim et al., 2008; Bergmo, 

2009)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

집하는 기기, 헬스 어 앱 등 제품 공 자와 건강

리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개인건강정보를 효

율 으로 리할 수 있는 IoT 기반 웰니스 랫폼

을 심으로 한 웰니스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며, 

바쁜 직장인들의 생활여건 상 의료기 의 정기 방

문  상담이 어려우므로, 일상 생활 장에서 

근이 용이한 자가 재 리  문 리 로그

램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향후 진단기기 산

업구조에서도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원격 모니

터링이 가능한 IoT 기반 웰니스 서비스의 비 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재 이러한 

건강 리서비스  생활습  리  체력 리는 

장 심의 면  지도와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

으나 웰니스 산업과 IoT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활

동량계, 모바일, 앱 등 IoT와 웰니스가 결합된 서

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웰니스는 신체 , 정신 인 건강상태를 포함해 

사회 , 정서 , 지 , 직업 , 재정 으로 최 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건강에 한 총체

인 개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OSP and KITECH, 2012). 총체 인 건강상

태를 유지하기 해서는 생활습 의 변화, 마음가

짐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건강증진 분야  생활

습  리와 운동을 통한 체력 리는 자기 리가 

요하며, 자발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습  

개선 리와 극 인 건강개선과 체력 증진을 

한 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IoT 기술의 발 으로 AI 기반의 디지털 헬

스 어로 건강 리 트 드가 격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웨어러블 형태의 개인건강 측정기기

와 건강 리 앱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스마트 폰 등 디지

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한 세 의 증가로 디지털 

문화 환 시기가 도래하여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는 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 ICBM(IoT-Cloud-Bigdata-Mobile)의 진

화는 실시간․지능형 맞춤 서비스 기능을 가능하

게 하면서, 헬스 어 서비스 분야의 신을 주도하

고 있다.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해 머신러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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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연구로는 고객 리뷰의 구조, 의미 형태 정보

를 활용하여 Random Forest 모델과 SVM을 용

하여 유용성 분류에서 우수한 학습기로 증명한 바 

있다(Lee, 2015).

본 연구는 u-Health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Life 

Log Data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증후

군 개선 여부에 한 측모델을 개발한 후, 측

된 데이터를 CBR(Case based reasoning : 사례

기반추론)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형 사증후군 리 서비스의 건강 개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실

제 건강정보로부터 차후 사용자가 설정한 최종 목

표에 성공할 것인지 는 실패할 것인지를 미리 

측할 수 있으며, 측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건강 컨설  조언을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한 사용자가 건강 컨설 의 최종 목표에 해 성

공할 것인지 여부의 측 시 건강정보를 추출하는 

단 기간을 다시 다수의 세부 단 기간으로 분할

하고 각 세부 단 기간에서 건강 컨설 의 최종 

목표에 한 성공 여부의 경향 패턴에 따라 사용

자가 성공할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측할 수 있

다. 그간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

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 컨설  서비스를 제공하

으나, 성공 인 건강행태 개선만큼이나 실패 이

스도 낮지 않았다. 이는 개인별로 제공된 맞춤형 

서비스에 한 상자의 순응도가 큰 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각종 측정  문진 데이

터를 기반으로 상자의 사증후군 개선 성공  

실패를 측하고,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며, 궁극 인 목 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u-Health 맞춤형 건강

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 수 별, 지역별 건강격

차를 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론  배경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는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Wekipedia, 2017).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추상화

(데이터 간의 구조  패턴의 명시  기술인 모델

로 합화하는 훈련을 할 때, 본래의 데이터를 요

약하는 추상  형태로 변환)한 후, 일반화(추상

인 지식을 실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거친다. 본 장에

서는 본 연구결과의 지도학습 측모형으로 우수

한 랜덤포 스트모델, 신경망모델, 서포트벡터머신

모델, CBR에 해 살펴본다. 

2.1 랜덤포 스트모델

Breiman(2001)에 의해 제안된 랜덤포 스트(ran-

dom forest)는 주어진 자료에서 여러 개의 측모

형들을 만든 후, 그것을 결합하여 하나의 최종 측

모형을 만드는 머신러닝을 한 앙상블(ensemble) 

기법  하나로 분류 정확도가 우수하고 이상치에 

둔감하며 계산이 빠르다는 장 이 있다(Jin and Oh, 

2013). 랜덤포 스트는 훈련자료에서 n개의 자료를 

이용한 붓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입력변수들  

일부만 무작 로 뽑아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고, 

그것을 선형 결합하여 최종 학습기를 만든다. 랜덤

포 스트에서는 변수에 한 요도 지수를 제공하며 

특정 변수에 한 요도 지수는 특정 변수를 포함

하지 않을 경우에 하여 특정 변수에 포함할 때에 

측오차가 어드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2.2 신경망모델

신경망모델(neural nework)은 사람의 신경계와 

같은 생물학  신경망의 작동방식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는 머신러닝 모델의 일종으로 사람의 두뇌가 의

사결정 하는 형태를 모방하여 분류하는 모형이다. 

Minsky and Papert(1969)는 선형문제만을 풀 수 

있는 퍼셉트론(perceptron)이란 단층신경망(single- 

layer neural network)에 은닉층(hidden layer)을 

도입하여 일반화된 비선형함수로 분류가 가능함을 

보 고, Rumelhart et al.(1986)은 출력층의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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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ultilayer Neural Network

역 (back propagation)하여 은닉층을 학습할 수 

있는 역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다층신경망

(multilayer neural network)은 <Figure 1>과 같

이 입력노드로 이루어진 입력층(input layer), 입력

층의 노드들을 합성하는 간노드들의 집합인 은닉

층(hidden layer), 은닉층의 노드들을 합성하는 출력

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된다. 

2.3 서포트벡터머신모델

Cortes and Vapnic(1995)에 의해 제안된 서포트

백터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은 지도

학습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분류와 회귀에 모두 사

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는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출

력값에 한 조건부 확률을 추정하는데 비해, SVM

은 확률 추정을 하지 않고 직  분류 결과에 한 

측만 함으로써 빅데이터(모집단)에서 분류 효율 

자체만을 보면 확률추정 방법들 보다 측력이 반

으로 높다. SVM은 <Figure 2>와 같이 두 집단(y 

= 1, y = -1)의 경계를 통과하는 두 평면(support 

vector)에서 두 집단 경계에 있는 데이터 사이의 거

리차(margin)가 최 인(오분류를 최소화하는) 모형

을 결정한다.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e1071/vignettes/svmdoc.pdf 

<Figure 2> Classication(linear Separable Case)

2.4 사례기반추론 모델

본 연구에 용된 사례기반추론(CBR, Case Based 

Reasoning)은 신체정보 유사도를 고려한 건강 컨

설  정보의 제공 모델로 사증후군의 존재 유무

에 한 정보와 생활습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상담사가 9개월 간 건강 컨설  조언을 통해 성공

한 사례를 장한 후, 신규 사용자에 한 상담 시, 

신규 사용자의 신체정보와 유사한 신체정보를 가지

는 사람의 건강 컨설  정보를 사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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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색하여 사용자의 신체정보에 매핑되는 정확

한 건강 컨설  정보를 제공하는 신체정보 유사도

를 고려한 건강 컨설  정보의 제공 모델이다(한국

공개특허 제2014-0067747호). CBR에서 유사도는 

사례들에 한 속성(Property)의 지역 유사도 값

(Local Similarity)과 역 유사도 값(Global Simi-

larity)으로 산출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도구

u-Health 서비스 효과 측정을 해 스마트폰 보

유자에게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4.0 

(Bluetooth Low Energy) 통신 기반의 압계, 

당계, 체성분계, 웨어러블 밴드 등 u-Health 기기

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상자에게

는 RFID/USN 통신 기반의 스테이션형 u-Health 

Zone에서 체성분, 압, 당, 활동량계 등을 측정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 다. 자가모

니터링  건강 컨설 을 해 모바일 앱, 웹 콘텐

츠 와 건강 컨설  서비스(문자메시지, 데이터 기

반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등)를 제공하 다. 

측정․ 송된 신체측정 자료( 압, 당, 체 , 체

지방율, 근육량, 보행수, 소비칼로리 등)와 서비스 시

작 기와 완료 시 에 문진하여 작성된 건강생활습

 자료  액검사( 성지방, HDL-C 등) 데이터

를 활용하여 효과측정을 하 다. 사증후군 정기

은 복부비만(허리둘  ≥ 90cm(남), ≥ 85cm

(여)), 고 성지방(  성지방 ≥ 150mg/dL), 

HDL 콜 스트롤(  HDL-C < 40mg/dL(남), < 

50mg/dL(여)), 높은 압( 압 ≥ 130/85mmHg), 

당장애(공복 당 ≥ 100mg/dL)  1개 이상 해

당되는 자가 상자이다. 사증후군 개선 성공유

무를 종속변수로 Life Log Data와 생활습  문진

데이터는 독립변수로 하여 머신러닝 측모델링을 

실시하 다. 머신러닝의 종속변수(labels)와 독립

변수(feature vectors)의 선정은 CBR에서 사용된 

변수를 사용하 다. 따라서 사증후군 성공유무(1 : 

성공, 0 : 실패)를 종속변수로 투입하 고 Life Log 

Data  처음 측정한 체  사증후군 여부(1 : 있음, 

0 : 없음), TG 사증후군 여부(1 : 있음, 0 : 없음), 

HDL-C 사증후군 여부(1 : 있음, 0 : 없음), 당 

사증후군 여부(1 : 있음, 0 : 없음), 압 사증후군 

여부(1 : 있음, 0 : 없음)를 독립변수로 투입하 다. 

그리고 생활습  문진 데이터  처음 질문한 복약여

부(1 : 있음, 0 : 없음), 음주여부(1 : 있음, 0 : 없음), 

흡연여부(1 : 있음, 0 : 없음), 운동빈도여부(1 : 있음, 

0 : 없음), 운동량여부(1 : 있음, 0 : 없음), 규칙  

운동여부(1 : 있음, 0 : 없음), 규칙 식사여부(1 : 있

음, 0 : 없음), 단백질 섭취여부(1 : 있음, 0 : 없음), 

동물성지방 섭취여부(1 : 있음, 0 : 없음), 짠음식 섭

취여부(1 : 있음, 0 : 없음), 채소류 섭취여부(1 : 있음, 

0 : 없음), 식사시간여부(1 : 있음, 0 : 없음), 인스턴트 

섭취여부(1 : 있음, 0 : 없음), 유제품 섭취여부(1 : 

있음, 0 : 없음)를 독립변수로 투입하 다. 

3.2 연구모델

본 연구에 용된 CBR은 서비스 상자의 신체

정보와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여 서비스를 실시한 

후 성공한 사례만 CBR에 장되어 재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상

자의 u-Health 기기에서 수집된 Life Log Data와 

생활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분

석기술을 사용하여 측모델링을 실시한 후, 모형

을 평가하여 측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측모형

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신규 사증후군 서비스 

상자의 데이터가 입력될 때, 선정된 측모형을 

용하면 실패로 측된 상자에 한 모니터링

이 가능하여 서비스 과정에 한 순응도를 높임으

로써 최종 성공으로 유도할 수 있고, 성공한 사례

는 CBR에 장되도록 리하 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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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Model

4. 연구 결과 

4.1 u-Health 서비스 효과

u-Health 서비스 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강서구 40.8%, 강동구 59.2%, 남자 35.2%, 여

자 64.8%, 49세 이하 7.5%, 50～64세 29.5%, 65～

74세 40.0%, 75세 이상 23.0%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 Categories Cases(%)

Region
Gangseogu 278(40.8)

Gangdonggu 404(59.2)

Sex
Male 240(35.2)

Female 442(64.8)

Age

Less than 49 51(7.5)

50～64 201(29.5)

65～74 273(40.0)

Above 75 157(23.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u-Health 서비스 상자들의 9개월간 신체측정

치의 변화는 <Table 2>와 같이 최고 압, 최 압, 

근육량, 체 , 기 사량, 신체나이, 당, HDL-C

는 증가하 으며 성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승은 압, 체 , 체지

방율, 내장지방 벨, 신체나이로 나타났으며, 바람직

한 상승은 근육량, 기 사량, HDL-C으로 나타났

고, 바람직한 감소는 허리둘 , 성지방, 당으로 

나타났다. <Table 3>와 같이 u-Health 서비스 

기 사증후군 유소견이 3개 이상인 상자수가 233

명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 에 174명으로 2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u-Health 서비스 기 

사증후군 유소견이 1개 이상인 상자수는 591명에

서 552명으로 6.6% 감소, 유소견이 2개 이상인 상

자수는 407명에서 340명으로 16.7% 감소하 고, 유

소견이 4개 이상인 상자수는 91명에서 61명으로 

28.6% 감소, 유소견이 5개인 상자수는 21명에서 

13명으로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간 

u-Health 서비스 상자의 사증후군의 진단별 변

화를 살펴보면 당은 37.0%, 허리둘 는 28.0%, 

성지방은 22.9%, HDL-C는 20.6%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최  문진 시 

규칙 인 운동을 하는 상자수가 u- Health 서비

스를 받은 9개월 이후에는 23.2%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월 2회 이상 음주 상자수가 u-Health 서

비스를 받은 9개월 이후에는 3.7%가 감소하 으며, 

흡연 상자수는 20.0%가 감소하 고, 규칙 인 식

습  상자수는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iometrics

By sex By age

Male Female Under 49 50～64 65～74 Above 75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SBP(mmHg) 131.1** 133.0** 127.5** 128.6** 127.2** 127.5** 123.4** 125.9** 130.8** 130.6** 131.9** 135.9**

DBP(mmHg) 81.4** 81,6** 77.4** 78.0** 81.8* 81.1 77.4* 78.5 79.5* 79.3 78.3* 79.6

Weight(kg) 65.3** 65.7** 58.0** 58.3** 66.6** 67.5** 60.3** 60.6** 61.0** 61.1** 57.9** 59.0**

BMI 24.3** 23.9** 32.5** 32.8** 30.6 29.9 30.8 30.5 29.0 29.0 29.0 29.4

Muscular(%) 46.6** 47.3** 36.7** 36.8** 43.8** 44.7** 39.2** 39.7** 40.9** 41.1** 38.7** 39.3**

BMR(kcal/day) 1353** 1367** 1127** 1128** 1342** 1367** 1193** 1199** 1219** 1110** 1154** 1170**

Visceral fat(g/mL) 12.6** 12.7** 7.9** 7.9** 9.3** 9.1** 8.4** 8.5** 10.3** 10.3** 9.6** 10.1**

Physical age(yr) 48.5** 48.7** 51.8** 52.2** 46.8** 46.2** 48.7** 48.3** 51.1** 51.6** 53.3** 54.7**

Waist(cm) 86.9** 84.9** 83.6** 82.6** 86.2 85.0 83.6 82.5 85.8 83.8 83.7 83.5

Body fat(TG) 156.3 140.8* 143.9 128.6* 161.7 145.5 143.2 132.1 140.6 128.1 163.9 138.2

Blood sugar(mg/dL) 108.3* 105.6* 103.4* 102.3* 99.2 105.8 105.4 101.2 105.8 103.5 105.5 105.4

HDL-C 47.2** 50.3** 53.0** 56.1** 49.3* 50.6 52.9* 55.1 54.9* 54.9 48.5* 52.3

<Table 2> Biometric Data Change Nine Months after u-Health Services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BMR : basal metabolic rate, BMD : bone mineral 

density, BMI : body mass index, TG : triglycerides, HDL-C :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 < 0.01, 

*
p < 0.05.

    Group 

Wai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
*

Trigly-
cerides

Trigly-
cerides
(%)

*

HDL-C HDL-C
(%)*

Blood 
glucose

Blood 
glucose
(%)

*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

*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Region
Gangseogu 107 96(10.3) 91 92(-1.1) 88 70(20.5) 108 124(-14.8) 129 127(1.6)

Gangdonggu 186 115(38.2) 140 86(38.6) 72 57(23.1) 229 176(23.1) 193 201-(4.1)

Sex
Male 91 58(56.9) 91 73(19.9) 77 65(15.6) 123 114(0.07) 131 132(-0.01)

Female 202 153(24.3) 140 105(25.0) 83 62(25.3) 214 186(13.1) 191 196(-0.03)

Age

Under 49 21 19(9.5) 22 20(9.1) 15 14(6.7) 19 21(-10.5) 23 22(4.3)

50～64 80 52(35.0) 62 47(24.2) 36 33(8.3) 101 80(20.8) 69 77(-11.6)

65～74 124 89(28.2) 90 65(27.8) 61 47(23.0) 136 122(10.3) 144 143(0.7)

Above 75 68 51(25.0) 57 46(19.3) 48 33(31.3) 81 77(4.9) 86 86(0.0)

Total 293 211(28.0) 231 178(22.9) 160 127(20.6) 337 300(37.0) 322 328(-1.9)

<Table 3> Changes of Basic Biometrics After u-Health Services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After/Before)×100.

   Group   

Drinking frequency
(More than twice a month)

Smoking
(smoker)

Exercise frequency
(Regular exercise)

Eating habits
(3 meals a day Regular meal)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Region
Gangseogu 80 84(5.0) 51 40(-21.6) 51 65(2.5) 182 195(7.1)

Gangdonggu 82 72(-12.2) 14 12(-14.3) 139 169(0.9) 335 464(38.6)

Sex
Male 109 105(-3.7) 48 37(-22.9) 92 103(1.2) 186 194(4.3)

Female 53 51(-3.8) 17 15(-11.7) 108 131(1.1) 331 340(2.7)

Age

Under 49 21 20(-4.8) 11 10(-9.1) 7 9(18.4) 51 33(-35.3)

50～64 45 51(13.3) 26 21(-19.2) 54 60(2.1) 147 153(4.1)

65～74 75 64(-14.7 14 12(-14.3) 95 121(1.3) 217 228(5.1)

Above 75 21 21(0.0) 14 9(-35.7) 34 44(3.8) 119 120(0.8)

Total 162 156(-3.7) 65 52(-20.0) 190 234(23.2) 517 534(3.3)

<Table 4> Changes of Lifestyle After u-Health Services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After/Befo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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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C curve for Machine Learning Models

<Figure 5> Random Forest Model

Evaluation 
Index

Naïve Bayes 
Classification

neural
networks

logistic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s

random
forests

decision
trees

accuracy 66.6 63.6 63.8 67.9 69.5 64.5

error rate 33.4 36.4 36.2 32.2 30.5 35.5

sensitivity 66.7 33.3 65.9 69.1 63.5 41.0

specificity 66.5 92.3 61.7 66.5 75.7 87.0

precision 67.0 80.3 64.0 67.6 72.9 77.2

AUC 75.1 87.0 76.6 92.4 99.4 73.5

best accuracy random

best error rate random

best sensitivity SVM

best specificity neural

best precision neural

best AUC(Area Under the Curve) random

<Table 5> Machine Learning Models Development 

4.2 머신러닝 기반 u-Health 맞춤형 건강 리 

서비스 모형 개발

머신러닝에 사용된 데이터는 원데이터(682명)에서 

50%는 training data, 나머지 50%는 test data로 사

용하 다.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과 오분류표에 의한 모형 비교 결과 <Figure 

4>, <Table 5>와 같이 Random Forest 모델, SVM, 

신경망모델 등의 순으로 측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Random Forest 모델의 의사결정트리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사용

하 다.  

<Figure 5>와 같이 Random Forest 모델의 분

석 결과 u-Health 서비스 상자의 사증후군 성

공, 실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압으

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성지방, 체 , 당, 

고콜 스트롤, 복약유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6>과 같이 Decision Tree 모델은 CHAI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 노드의 최소 이스 수는 

100, 하 노드의 최소 이스 수는 50으로 설정하고 

최  나무깊이는 3 수 으로 결정하여 분석한 결과 

u-Health 서비스 상자의 사증후군 성공, 실패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압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압이 정상이면 사증후군 성공확률

은 최  50%에서 64.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머신러닝 기반 건강컨설  성공여부 측모형 개발    99

<Figure 6> Decision Tree Model

5. 결  론

5.1 요약  시사  

건강 리서비스는 연, 주, 식이, 운동 등 생활

습 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하

여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

해 국민들이 자가건강 리 활동의 증 와 과학 이

고 체계 인 지도와 체계 인 건강한 생활습 을 형

성하여 만성질환을 포함한 질환의 악화와 합병증 

방에 이바지 할 수 있다(Park et al., 2013).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Health 서비스 기 사증후군 유소견이 

3개 이상인 상자수가 223명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 에 174명으로 2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  문진 시 규칙 인 운동을 하는 상자수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9개월 이후에는 23.2%증가

하 으며, 월 2회 이상 음주 상자수는 3.7%가 감소

하 으며, 흡연 상자수는 20.0%가 감소하 고, 규칙

인 식습  상자수는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머신러닝의 모형 비교결과 Random Forest 

모델의 평가 지수(정확도 69.5%, AUC 99.4% 등)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SVM의 평가지수가 (정

확도 67.9%, AUC 92.4% 등)으로 나타나, 건강컨설

 성공 여부 측모형에 Random Forest 모델과 

SVM 모형을 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Random Forest 모델을 분석결과 u-Health 서비스 

상자의 사증후군 성공, 실패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압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성

지방, 체 , 당, 고콜 스트롤, 복약유무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CBR은 과거에 해결했던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을 강구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기법이다(Kolodner, 1992). 건강 리서비스 

상담과정에 CBR의 도입은 건강측정항목과 건강문

진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피상담인의 건강 련 정보

를 토 로 CBR 사례 장소에 장되어 있는 과거의 

성공 인 상담사례들(Best Practices)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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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 한 과거 상담사례를 유도할 수 있다(Park 

et al., 2013). 그러나 종래 선행기술은 사례에 기반

하여 사용자와 유사한 사례를 가진 다른 사용자의 

건강 컨설  정보를 단순히 사용자에 제공하는 것으

로, 사용자가 건강 컨설 을 수행하기 시작 후 기 

실제 건강 정보로부터 설정한 최종 목표를 사용자가 

성공할 것인지 는 실패할 것인지를 미리 측할 

수 없다. 한, 건강상담사는 건강 컨설  기간이 종

료한 후 사용자가 최종 목표에 실패한 경우 그 시

에서 사용자의 사례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해당

하는 건강 컨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종 목표의 

성공 는 실패를 측하지 못하고 사용자에 시기

한 건강 컨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

을 가진다. 따라서 CBR을 활용한 건강컨설 과 머

신러닝 기반의 건강컨설  성공여부 측 모델을 통

합 활용함으로써, 건강 리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   향후연구

본 연구의 제한 은 머신러닝에 사용된 훈련데이

터가 일부 지역의 u-Health 서비스 상자의 자료에 

국한되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사증

후군 모든 서비스 상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측모형은 고도화 될 것으로 본다. 한 본 연구 상

은 50세 이상이 92.5%로 향후 20세 이상  연령층

에 한 측 모델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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