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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CT기술의 발달로 인하
여 유헬스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유헬스 서비스는 상담을 통한 서비스나 건강정보의 모니터링만을 제공하
여 심혈관질환등의 만성질환자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헬스 플랫폼 기반의 상
황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서비스 모델은 유헬스 플랫폼 환경에서 임상정보 및 날
씨 등의 상황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 모니터링 및 운동, 식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외부콘텐츠 제공
자의 DB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다. 또한, 의사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질환자에게 권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안하는 서비스 모델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유헬스 플랫폼 환경에서 상황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유헬스 플랫폼, 유헬스 서비스 모델, 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상황정보

Abstract  Globally, U-health services have be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interests on health 
managing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based on increases in advanced 
ages and chronic disease. Exiting U-health services provide required services and health information monitoring 
only through counsels and that represent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managing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like chronic pati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of U-health platform based health management service model 
using context information. In our service model can provide health monitoring, diet, and exercise service using 
context information of clinical information and wether in U-health platform environment. Service to offer is the 
specialized service using external content provider of DB. in addition to, doctor can to provide advice 
information to patient using monitoring service. The proposed service model provides effective services using 
context information in U-health platform environments to customers and that will improve the health of chronic 
patients.

Key Words : U-Health Platform, U-Health Service Model, Health Management Service, Chronic Disease, 
Contex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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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의 증가로  

건강 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서비스의 문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맞춤화된 건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방문을 통한 의료체제

에서, 질병 방  사후 리와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의

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1][1].  사회의 

질병 방에 한 맞춤형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헬스 서비스(U-Health Service)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과 의료 기술의 융합

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의사와 질환자 사이에서 건강 리

와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에 요구되는 건강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5].

재의 유헬스 서비스는 상담을 통한 권고 서비스나 

건강 모니터링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심 질환등의 만

성질환자를 방하거나 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헬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의학  가이드라인, 외부

의 건강 리 콘텐츠, 스마트 디바이스의 모든 활용과 응

용이 가능하며 여러 업체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랫폼 기반의 헬스 어 서비스가 필요하다[4][12].

유헬스 랫폼 기반의 서비스는 여러 콘텐츠의 업

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한 처방

과 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환자의 상황정보의 활용

으로 여러 가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

비스에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3]. 상황정보 기반의 

건강 리 서비스의 제공은 환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의사는 건강정보, 생체 정

보, 날씨정보들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해 처방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유헬스 랫폼 기반의 상황정보를 활

용한 건강 리 서비스 모델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서비

스 모델은 유헬스 랫폼 환경에서 임상정보  날씨 등

의 상황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 모니터링  운동, 식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황 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변수

의 활용으로 환자와 의사는 다양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

으며, 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

츠의 제공도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유헬스 서비스와 건강 리 

모델에 해 기술을 한다. 3장에서는 유헬스 랫폼기반

의 상황정보를 활용한 건강 리 서비스 모델에 해 기

술을 한다. 4장에서는 서비스 화면에 해서 기술을 하

며,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상황정보 기반 건강관리

건강 리에 한 심과 건강증진의 욕구 증 와 스

마트 기기의 도입에 따라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의 요

구가 증  하면서 법 , 제도  한계에 한 안으로 유

헬스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으며 의사들도 높은 사용의도

를 보이고 있다[7]. 건강 리를 한 유헬스 환경에서의 

상황정보의 활용은 사용자의 이벤트와 련 있는 한 

정보를 상황으로 정의하여 사용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컴퓨터가 지능 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서비

스라고 할 수 있다[9]. 

의학  가이드라인과 상황정보를 융합한 사례로는 다

음과 같다. Minchin, et al[14]은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기

존의 지식 베이스를 다양한 질병간의 연 성에 련된 

정보를 정의하여 활용함으로써 고차원 인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한다. M. Hadzic, et al[13]은 그리드 환경에서 의

료 정보를 수집하여 온톨로지로 통합하여 질병  연구 

상황에 한 정보들을 표 , 장하고 사용자에게 질병

에 한 정보의 검색, 분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리를 한 상황정보의 활용은 지식  가이드라

인의 제공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유헬스 서비스

와 결합 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다.

2.2 건강관리 모델

건강 리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기 해서는 의학  

가이드라인이 필수 으로 필요하며, 질병분포가 가장 높

은 비만, 고 압에 한 건강 리 모델에 해 기술한다.

비만 리를 해서는 식단과 체 의 조 이 요하

다. 표 1은 비만도에 따르는 에 지 산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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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류 BMI

칼로리 필요량(Kcal/Kg)

가벼운 활동
등도 

활동
심한활동

체 <18.5 35 40 45

정상 18.5–22.9 30 35 40

과체 23.0-24.9
25 30 35

비만 ≥25

<표 1> 비만도에 따르는 에너지 산정 방법

식단조 은 열량을 제외한 다른 양소는 일정량을 

섭취하고 부족한 열량을 체지방에 분해되어서 보충하도

록 해야 한다. 체 조 은 환자에게 표 체 을 확인하

고 감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한 운동조

은 심폐 계에 자극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8].

고 압은 규칙 인 운동과 염 주의 식단조 이 

요하다. 표 2는 압에 따른 고 압 분류 체계 이다.

분류 정상
고 압 

단계
1기 고 압 2기 고 압

수축기 압

(mmHg)
<120 120-139 140-159 >159

이완기 압

(mmHg)
<80 80-89 90-99 >99

생활개선 

요법
시행 독려 시행 시행 시행

<표 2> 고혈압 분류 체계

압 상승의 주요 원인인 나트륨의 섭취를 이기 

하여, 식단 추천 시 염분의 함량이 많은 것은 배제하며, 

상자에게 항상 염분섭취를 일 것을 당부해야한다. 

한, 과도한 운동은 고 압에 부정 인 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합병증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하여 한 운동 종류  강도를 정해 이를 과하지 않

도록 리해야 한다[10]. 

2.3 지수 정보 모델

비만  고 압 환자의 건강 리는 식이와 운동이 

요한 역할을 차지 하지만, 기상변화와 공업화로 인한 오

염 환경에서의 실외 활동은 환자를 다른 질병에 노출 시

킬 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질 높은 유헬스 서비스 제

공을 해서는 기상지수와 보건기상지수를 활용하여 외

식  운동지수를 정의하여 유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은 운동  외식 지수 모델이다[6].

운동 지수는 를 들어, 자외선 지수가 낮음이며, 열지

수가 보통일 경우, 운동지수는 높음이다. 즉, 운동하기 쾌

한 환경을 의미한다. 외식지수도 마찬가지로 체감온도

가 심이며 동 지수가 낮음일 경우, 외식지수는 높음

이다. 따라서 의 경우는 외식하기 좋다고 할 수 있다.

운동 지수
자외 

선지수
열지수 체감온도 동 지수

높음(and) 낮음 낮음 - -

보통(and) 낮음 보통 심 보통

낮음(or)

험, 

매우높음, 

높음, 보통

매우높음, 

높음

주의, 경고, 

험

매우높음,

높음

외식지수
식 독 

지수

자외선 

지수
체감온도 동 지수

높음(and) 심 낮음 심 낮음

보통(and) 심 보통 심 보통

낮음(or) 험, 경고
매우높음, 

높음, 험

주의, 경고, 

험

매우높음, 

높음

<표 3> 지수 모델

3. 유헬스 플랫폼기반의 상황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3.1 유헬스 플랫폼

랫폼 기반의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기존의 단일 랫폼이 아닌 여러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한 

사용자의 건강에 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해서 지능형 

서비스의 제공과 의사의 임상 의사 결정 지원을 해야 한

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상황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헬스 랫폼기반의 상황정보

를 활용한 건강 리 서비스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사용자는 웹을 통해서 U-Health Center에 속을 하

며 서비스 요청을 하고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다. 그리고 사용자는 여러 가지 생체 측정기기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송한다. 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재의 상황에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건강 리 센터에서 획득한 정보나 

스마트 디바이스의 센서를 통해서 재의 상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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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헬스 플랫폼 기반의 상황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정보와 날씨  지수에 한 정보를 U-Health Center에 

송을 한다.

의사는 질환자에 하여 진료  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정보를 송이 가능하며, U-Health 

Center를 통해서 사용자의 상황정보에 해 온라인으로 

임상의사결정을 진행 할 수 있다.

U-Health Center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인터

페이스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상황정보에 한 임

상 의사 결정(CDS: Clinical Decision Support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의사결정의 제

공을 해서 사용자의 상황정보에 하여 지능형 에이젠

트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는 단일 랫폼 기반의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문 서비스 제공업체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

다. 서비스 공 업체는 다양한 식이  운동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지능형 에이젠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알맞은 콘텐츠를 선택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 의사의 의사결정의 지원을 

해서 외부의 콘텐츠의 정보를 이용하여 질 높은 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2 서비스 내용

상황정보를 활용한 건강 리 서비스 모델은 상황정보

의 종류와 상황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로

세스가 필요하다. 한 건강 리를 한 상황정보는 나

이, 성별, 키, 몸무게 등과 같은 기본정보와 압, 당, 

BMI등과 같은 임상정보, 그리고 날씨  치 정보를 상

황정보로 정의한다. 상황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서비스의 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사용자는 웹을 통해서 U-Health Center에 속을 한

다. 개인의 정보  질환 정보에 해 입력이 가능하며, 

디바이스나 기타 상황정보를 송한다. U-Health Center

는 사용자를 식별한 후, 서비스 제공을 해서 상황정보

와 생체신호를 분석한다. 분석이 완료되면 정확한 임상

진단을 해서 의사에게 생체 신호와 분석 결과를 송

한다. 의사는 사용자의 생체신호와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사용자에게 권고를 하고 임상처방에 활용 한다. 마지막

으로 U-Health Center는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운동, 식이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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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비스 프로세스

와 같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로세스

를 정의 하 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의 종류에 해 서술

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표 4와 같다. 

종류 내용

식단 추천
‧ 연령, 계 , 날씨에 따르는 식단제공

‧ 음식 정보  조리법 정보 제공

식당 추천 ‧ 외식지수를 단하여 주변 식단 추천

운동 추천

‧ 맞춤형 추천운동 제공

‧ 운동 종류  강도, 운동 방법 제공

‧ 상 소모 칼로리 정보 제공

생체정보 

모니터링

‧ 이완기  수축기 압정보 제공

‧ 체   BMI 정보 제공

‧ 의사 권고 내용

<표 4> 서비스 종류

3.3 상황정보를 활용한 처방 프로세스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처방 로세스를 서술한다. 식단 

 식당 처방 로세스와 운동처방 로세스에 해 기

술을 한다. 식이  운동 처방은 각 문가의 객 인 

소견에 따라 처방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근거기반[6][8][10]으로 처방을 한다.

첫 번째로, 식단  식당 처방 로세스는 그림 3과 같

다. 질환자의 기본정보를 이용하여 BMI 공식에 따라 비

만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열량도출과 양소 비율을 결

정하기 해 질병 정보를 수집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양소 비율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공자는 양소 비율에 

합한 식단을 제공한다. 식당 처방은 식단 정보에 해

서, 외식 지수를 단하여, 질환자의 양 정보와 식단 추

천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해 다.

두 번째로, 운동 처방 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질환

자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한

다. 다음으로 운동 강도와 종류를 결정하기 해 질병 정

보를 분석하여 운동 종류를 결정한다. 결정된 운동 종류

에 해서 콘텐츠 제공자는 운동 종류에 따르는 운동 처

방과 운동 방법 등을 제공한다. 운동 처방 정보를 기반으

로 야외, 실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해 지수 정

보를 활용하여 운동 지수 평가를 하여 질환자에게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 식단 및 식당 처방 프로세스

[그림 4] 운동 처방 프로세스 

4. 서비스화면

4.1 식단 및 식당 처방 서비스

식단 처방은 질환자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생성을 

한다. 식단 처방 서비스의 추천된 1주일의 식단은 그림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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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주일 식단 제공

식단의 음식 조리법에 한 설명과 양 정보를 보여

주는 화면은 그림 6과 같으며, 외식지수를 이용한 식당 

처방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6] 음식 영양 정보 제공 및 조리법

[그림 7] 식당 처방 서비스

4.2 운동 처방 서비스

운동 처방은 질환자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생성을 

한다. 운동 처방 서비스의 추천된 운동의 종류는 그림8과 

같다. 

운동의 추천 내용은 질환자의 상태에 해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DB로부터 제공이 된

다. 운동 추천 내용  운동의 상세 정보를 알고 싶을 경

우, 해당 운동을 선택을 한다. 운동의 상세 정보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8] 운동 추천 화면

[그림 9] 운동 상세 정보

운동의 상세 정보는 해당 운동에 해 운동시간, 운동 

방법에 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으며, 건강 리를 해 

소모 칼로리가 표시된다.

4.3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질환자는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만, 

당, 압에 해서 측정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압의 

건강 모니터링화면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혈압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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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의 측정기록은 생체 측정 디바이스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체 기록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질병의 험도가 표시 된다. 한, 측정되었던 기

록정보를 바탕으로 일별, 주말, 월별로 압 측정 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4.4 의사 처방 화면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  처방을 할 수 있는 화면을 제

공함으로써, 유헬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상황 정보에 따라 질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는 방법이 

요하기 때문에 그림 11에서는 의사의 처방 기  값을 설정

할 수 있다. 기  값을 설정 한 후, 그림 12와 같이 처방 

기  값에 해서 선택한 환자의 상세 설명을 볼 수 있다. 

[그림 11] 기준 값 설정 화면

[그림 12] 환자 상세 설명 및 처방 화면

의사는 상세 설명을 통해 권고정보를 질환자에게 처

방을 할 수 있게된다. 처방을 해서 나타나는 화면은 생

체 측정 정보 이외에도 기상, 식사, 운동, 소변, 카페인, 약

물복용, 흡연 여부에 따라 권고 내용을 기술한다. 이를 통

해서 특정 질병에 한 질환자의 건강 리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헬스 랫폼 기반의 상황정보를 활

용한 건강 리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건강 리 모델은 만성질환자들에게 가장 

요한 식이  운동을 처방해 주며, 식이 정보를 바탕으로 

식당 정보를 추천해 다. 상황정보 기반의 맞춤형 추천

정보를 제공하며, 질환자의 개인정보, 질병 정보  날씨, 

지수 정보를 활용하여 외식 지수와 운동 지수를 평가하

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황 정보 기반의 유헬스 서비스

의 건강 리는 질환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의료 서비스

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본 모델은 질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상황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따른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맞춤

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질환자에

게 필요한 건강 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효율 인 건강

리와 증진을 기 한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건강 리 모델의 서비스 만

족도에 한 연구를 통해서 유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질 높은 건강 리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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