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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웰니스와 IT 융합의 대표적인 연구로 웰니스를 위한 추천 시스템 등의 연구가 시도 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웰니스의 영역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역 중 한 영역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만 

속하기 때문에 웰니스를 위한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웰니스 영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 분석 기법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웰니스를 위한 콘텐츠 추천을 위해 웰니스 영역이 통합되어 반영될 수 있는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

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웰니스적인 특징을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웰니스를 위한 맞춤화된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다.

키워드: 웰니스(Wellness), 콘텐츠(Content), 추천(Recommendation), 메타데이터(Meta-data), IT 융합(IT Convergence)

I. 서 론

고령화와 급진전/소득 향상 등으로 삶의 질 개선 욕구가 증가,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소비자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IT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들 간의 융합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다[1]. 웰니스와 IT 융합의 대표적인 것으로, 웰니스를 위해 사용

자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영화, 음악, 뉴스 기사, 도서 

등과 같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2].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웰니스의 일부 영역에만 치중되어 있어 웰니스를 위

한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웰니스 영역을 통합해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II. 관련 연구

2.1 웰니스

웰니스라는 용어는 1654년에 질병을 의미하는 “illness”의 반대 

용어로 처음 언급되었다[3]. 이후 신체적, 정서적 웰빙의 상태로 묘

사하기 위한 용도로 정의되었고, 후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분

이 조화되어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로 새롭게 정의되었다[4]. 최근에

는 웰니스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 이러한 연구는 해외에서 

각 분야에 맞게 새로이 정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5가지 영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6-8]. 

2.2 추천 시스템

인터넷의 발달 및 확산으로 인한 정보의 과잉은 정보를 효과적으

로 검색하기 위한 추천 시스템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추천 시스템들을 웰니스 영역 

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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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설명

신체적

영역
개인의 신체적 기능(function)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

정신적

영역

믿음 체계를 잘 갖추어 의미있고 건설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

표 2. 웰니스 영역

Table 2. Wellness Area

정서적

영역

일상에서의 환경적 변화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감정을 

긍정적, 낙천적, 구조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사회적

영역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지적

영역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추천 콘텐츠 웰니스 영역

식단[9] 신체적

운동[10] 신체적

영화[11] 정서적

음악[12] 정서적

학습[13] 지적

도서[14] 지적

여행[15] 사회적, 정서적

TV 콘텐츠[16] 정서적, 지적

표 1. 추천 콘텐츠별 웰니스 영역

Table 1. Wellness Area for Recommended Content-Specific

 

웰니스 관점에서 추천 시스템들을 보았을 경우 기존 연구들은 

웰니스의 한 영역 또는 두 영역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역이 조화되어 최고의 상태

를 유지한다는 웰니스의 정의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를 위한 콘텐츠 추천을 위해 웰니스 

영역이 통합되어 반영될 수 있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구성을 제안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를 웰니스적인 특징을 분석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웰니스를 위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한다.

III. 본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헌장에 따르면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

다[17]. 즉, 건강의 개념이 단순히 병이 없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지적 정신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질적으로 높은 존재 가치와 안녕을 갖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변천하

였다.
건강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웰니스에서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웰니스의 개념은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

적, 지적 영역에서의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

한 공간과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위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것이다[4].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건강뿐만 

아니라 웰니스의 개념을 인간의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역의 균형 및 최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

로 변화시켰다. 다음은 웰니스의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웰니스의 정의에 맞는 콘텐츠 추천을 위해 표2의 영역들을 통합

하여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성이 필요하다.
웰니스 영역별 속성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신체적 영역

에는 ‘콘텐츠 이용시 소모되는 칼로리’와 ‘신체적 난이도’를 들 수 

있다. 정신적 영역에서는 ‘콘텐츠의 분위기’를 들 수 있다[12]. 사회

적 영역에서는 ‘필수적 타인 참여 여부’와 ‘관련 커뮤니티 존재의 

유무’정도가 있다. 지적 영역에서는 ‘소요 학습 시간’, ‘관련 자료 

제공 여부’, ‘동일한 내용의 여러 이벤트 존재 여부’, ‘진행 단계 

존재 여부’, ‘수료증 여부’를 들 수 있다[18].
아래 그림은 위에서 제시한 속성들을 기존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셋에 웰니스 영역별 속성으로 추가한 웰니스를 위한 콘텐츠 메타데

이터 구조이다. 

그림 1. 웰니스 영역이 반영된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성

Fig. 1. Composition of content meta-data applying Wellness Area

 
추천되는 아이템에 따라 웰니스 영역 5가지 속성을 뽑아 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영역에 대한 웰니스 특징을 

분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한다.
웰니스별 영역에 대한 점수는 0~1 사이의 값을 갖으며, 이를 구하

기 위해 단순한 동일 가중치 적용, 차등 가중치 적용, 나이브 베이지

안 모델을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19]. 이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웰니스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고, 웰니스를 위한 콘텐

츠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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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인터넷 발달 및 확산에 따른 정보의 과잉은 사용자들에게 검색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이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추천 시스템이 연구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웰니스의 한 영역 또는 두 영역에만 속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역에서의 조화로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한다

는 웰니스의 정의와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웰니스의 영역을 통합한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성을 제안하였

고, 예시를 들었다. 이는 콘텐츠의 웰니스적인 특징을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웰니스를 위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추후 각 영역별 점수와 이를 구하는 규칙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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