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9

탄소 저감 및 건강 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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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 되면서 우리 정부와 선진국
들은 환경 친화적이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기존 공영자전거 시스템들
은 위치추적, 자전거 대여 관리와 같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탄소저감 측정이나 자전거 사용 정보와 같은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교통수단인 자
전거로부터 수신한 센싱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자들의 건강정보, 환경정보, 녹색정보, 개인정보, 상담 서비스와 탄소 
저감량 정보를 제공한다. Web 2.0 기술을 접목하여 구현함으로써 자전거의 사용자 측면에서 참여와 공유의 개념을 
확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 저탄소, 유헬스, 자전거, 웹 서비스

Abstract  Recent days, the global warming problem due to excessive use of fossil fuels has been the world 
wide issue so that Korea government and developed countries make an alternative plan for eco-friendly and 
transportations by utilizing bicycles for health promotion. Existing Public Bicycle Rental Service Systems provide 
simple service such as bicycle rental management and tracking the location. However there is no user-side 
service for the information of the measure of carbon reduction, or use of bicycles.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provides users’ health inform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counseling services and the measures of carbon reduction. The new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carry out reducing carbon and growing green in terms of using bicycles by adopting Web 2.0 technology. 

Key Words : Reducing Carbon, U-Health, Bike,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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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세계는 경제성장  에 지 수  불균형에 

심화되어 자원고갈의 문제,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격한 증가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로벌 환경규제, 국제 에 지가격 등 등 

변하는 외부환경에 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  과제를 선도 으로 해결하고자 정부가 제시하

는 안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다.

일본, 국, 네덜란드, 스 스 등 선진국들은 탄소 감

형 국토공간의 녹색화를 하여 녹지·생태공간을 확충하

고 녹색건축물을 확 할 뿐만 아니라 자 거 심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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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교통 문화 정착 등 극 인 액션 랜을 수립하여 실

천 에 있다[4].

교통수단으로서의 자 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언제 어디서나 구나 이용이 가능한 한국형 공 자 거 

시스템 개발  보 계획을 제시 하 다. 한 유비쿼터

스를 활용한 자 거와 교통(버스, 철 등)이 연계되

는 U-Bike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향후 One-Card로 

국 어디에서나 자 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

템 개발 계획도 제시 하 다. 재 공 자 거 시스템은 

랑스 리의 벨리 (Velib)를 표로 내외 으로 보

이 확 되어 117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 되고 있으며 국

내에서는 창원시 공 자 거 비자를 국내 최 로

(2008. 10. 22) 도입하여 이명박 통령이 참석하는 제1회 

한민국 자 거 축 을 개최(2009. 5. 3)하는 등 성공사

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순천시 공 자 거 온 리, 

역시 공용자 거 타슈, 고양시 공 자 거 피 틴 등

이 운  에 있다[5].

기존 국내에서는 자 거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자 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연구와 자

거 도로의 시설과 련된 연구가 부분이었다. 특히 자

거의 분실 방지와 리를 한 치 리 심의 시스

템과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한 자 거 이용자는 카

페나 블로그를 통해 수동으로 운동  환경 정보를 입력

하여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비교  기단계에 

있다. 제안 시스템은 기존의 연구 시스템을 보완하기 

해서 자 거를 이용하여 정지  이동 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며 생체, 운행, 환경 정보를 포함한 수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Web 2.0

의 개념을 목하여 이용자 심의 공유와 참여가 가능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건강 

자 거 시스템 설계하고 구 에 해 설명하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U-health

유헬스란 의료  BT와 IT기술을 목하여 언제, 어

디서나 방, 진단, 치료, 사후 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의료 리 System의 총칭으로 정보통신 

 보건의료기술 발 ,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 건

강에 한 심 증 와 더불어 등장하 다.  의학이 

치료  사후 리 심 개념에서 사  방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측면을 강조함에 따라 유헬

스를 통해서 수요자 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산업 발 을 진하고 미래사회에 비하여 보

편 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 되고 있다[6][2].

2.2 Web 2.0

웹 2.0은 O'reilly 사와 MediaLive사의 컨퍼런스 과정에

서 탄생한 단어로, 이 의 웹과 단 된 것이 아니라 연속

성을 가진 형태에서 웹의 진화 환경에 해 이야기하는 도

 도출되었다. 웹 2.0은 단순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를 웹 

1.0으로 보고, 웹 애 리 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 한 

랫폼으로의 발 을 웹 2.0이라고 지칭한다. 웹 2.0이 구

되어 나타나는 표 인 형태로는 블로그, 키, Bit 

Torrents, Creative Commons, Google, IPO, RSS, Social 

Software, Web APIs, REST, XHTML/CSS등이 있다

[1][7]. 표 1은 Web 1.0과 2.0을 간단하게 비교 한다[3].

2.3 국내 공영자전거 웹 서비스

그림 1은 국내 공 자 거의 웹 서비스 황이다. 좌

측 부터 창원시 비자, 우측  안산시 페달로, 좌측 

아래 순천시 온 리, 우측 아래 단양시 타보래이다. 비

자의 웹 서비스는 자 거 사용이력, 자 거 터미  황, 

자 거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달로의 웹 서비

스는 자 거 여내역, 자 거 상식  법규, 자 거 도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 리의 웹 서비스는 자 거 

사용이력, 자 거 터미  황, 자 거 상식  법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보래이의 웹 서비스는 자 거 사

용이력, 자 거 터미  황 자 거 상식  법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국내 공 자 거는 자 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연구와 시설과 련된 연구가 부분이다. 기

존 국내 공 자 거의 웹 서비스는 자 거 사용이력, 터

미  황, 자 거 기  상식등 기본 인 정보만을 제공

하고 있다.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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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탄소 감을 한 자 거 사용자의 변확 를 

목표로 한다. 사용자의 자 거 사용 결과로 발생한 데이

터를 가공하여 만든 정보를 웹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발하 다.

구분 Web 1.0 Web 2.0

특징

표  단어는 

포탈(Portal)

포탈 에 있는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로 할 수 

없음

랫폼(Platform)으로서

의 웹

랫폼 에 있는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로 할 수 

있음

TV나 라디오처럼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함

웹사이트는 자신이 

올린 데이터/서비스는 

움직이거나 활용할 수 

없음

구나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음

더 나은 형태로 변경 

가능함

기술 심
참여와 공유의 신 문화

사람이 심

기술 HTML, ActiveX등

AJAX, Flex, XML,

RSS, Tagging,

 LAMP

보안/ 

OS종속성

ActiveX 사용하며 보안 

취약

OS/ 라우  종속성이 

있음

OS/ 라우 에 

상 없이 구  가능

표  

라우

인터넷익스 로러

웹 라우 를 통해 

서버에 화 요청, 

단순한 뷰어 역활

Fire Fox

수백 개 확장기능이 

모두 일반 유 들에 

의해 수정, 보완

사례
하이퍼링크 심의 

기본 웹사이트

아마존, 구 , 야후, 

키미디어

<표 1> Web 1.0과 Web 2.0의 비교

사용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특정 그룹에 소속되고 

회원 가입된 자로 가정한다. 그룹은 회사, 기 , 단체가 

될 수 있다. 웹의 이용자의 형태는 일반사용자, 즉 직  

자 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웹 사이트  

U-Health Bike 시스템의 자원(자 거, 에이 트, 로컬 서

버, 일반 사용자 등)을 리하는 리자 그리고 의료 상

담을 한 의사가 있다.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본 으로 웹 사이트의 그룹과 련된 운동거리, 지도

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통계 정보, 지도를 이용한 실시간 

기온과 오존 정보, 그룹의 체지방 감량 통계 정보, 사용자

의 연령과 체 별 평균 심박수, 탄소( 감)량 등의 공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사용자는 의료 상담 서비스, 

개인 블로그를 통한 자신의 자 거 사용 정보  그와 

련된 탄소 감량 산출 정보, 실시간 화 참여, 상식 코

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리자에게 자 거, 에이

트, 로컬서버, 그룹과 련한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리 기능을 부여한다. 

3.1 에서는 U-Health Bike 시스템의 체 시스템 구

조와 흐름을 보여주고 3.2 에서는 메인 데이터 서버에

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고 웹 데

이터베이스에 장하는 데이터 가공용 미들웨어를 설명

한다. 3.3 에서는 데이터 가공용 미들웨어에 의해 장

된 웹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리자, 

의사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국내 공영자전거 웹 서비스

3.1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그림 2는 체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사용자가 자

거 이용 시 일정 간격으로 획득한 센싱 정보를 자 거 

메타에 장하 다가 이동  에이 트 역에 진입하면 

장된 정보를 1차 데이터 서버인 로컬 데이터서버로 

장된 정보를 송한다. 한 각 로컬 데이터서버에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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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2차 데이터베이스(메인 데이터

서버)로 송되고 마지막으로 웹 서비스를 한 데이터

베이스로 변환하여 장한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구조

3.2 데이터 가공용 미들웨어

데이터 가공용 미들웨어는 메인 데이터서버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고 웹 서

버에 장하는 역할을 한다. 메인 데이터서버의 데이터

를 련 정보에 맞는 6개의 메소드를 이용하여 연성 실시

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데이터 가공용 미들웨어는 

업데이트한 메인서버 데이터의 인덱스를 웹 서버에 장

함으로써 업데이트에 필요한 데이터 검색을 최 화 한다. 

그림 3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메인 

데이터 서버에서 데이터 가공용 미들웨어를 통해 데이터

를 가공하여 웹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과정이다.

[그림 3] 데이터 가공용 미들웨어

메인 데이터서버는 자 거에서 보내오는 센싱 데이터

를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기 해 그림 4와 같

이 에이 트 패킷의 발신 날짜(Date), 게이트웨이식별자

(GatawayID), 사용자식별자(UserID), 자 거식별자

(BikeID), 패킷 당 데이터건수(DataCount), 자 거 센싱 

데이터의 발신 시간(Hour), 자 거 센싱 데이터의 발신 

분(Minute), 오존정보(Ozone), 온도정보(Temper), 경사

도정보(Slope), 거리정보(Distance), 체지방정보

(BodyFat), 심박수정보(HeartRate), 1차 발신 서버정보

(AgentCode)를 장한다.

[그림 4] 메인DB의 센싱 정보 테이블

메인 데이터서버에 장되어 있는 센싱 정보  지역

별 온도정보(Temper)와 오존정보(Ozone)는 한 시간 간

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온도정보와 오존정보

를 이용하여 평균온도와 평균오존을 구하여 그림 5와 같

이 웹 DB의 온도 테이블과 오존 테이블에 장한다. 온

도정보와 오존정보는 기상청에서 얻을 수 있지만 좁은 

지역까지 자세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자

거에서 지역별로 측정한 정보를 수집하면 좁은 지역까지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5] 웹DB의 온도/오존 테이블

심박수 련 메서드는 몸무게와 연령 같은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심박수 정보로 변환하고 

장 한다. 센싱정보를 송받은 시간에 메인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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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는 심박수(HeartRate)정보와 사용자의 ID, 몸

무게, 나이를 그림 6과 같이 웹의 심박수 테이블에 장

하게 된다. 심박수는 긴 을 요하는 건강 정보이므로 센

싱 정보를 받은 시간을 정확하고 빠르게 사용자에게 알

려 다.

[그림 6] 웹DB의 심박수 테이블

탄소 감량 련 메서드는 사용자별로 등록한 자신의 

차량정보와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탄소 감량 테이

블에 장한다. CO2 발생은 지구 온난화 상으로 생태

계 변화  인류생활에 직․간 인 향을 주는 요소

로 재 많은 이슈로 두되고 있다. 자동차 출퇴근을 

신하여 자 거 출퇴근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사용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한 탄소 배출 감소량 정보를 보여주

기 해 탄소 감량을 계산한다. 탄소 감량은 (식 1)과 

(식 2)와 같다. 자동차의 연비, 종류 등 사용자가 소유한 

차량의 정보에 따라 탄소 배출 수치가 달라진다.

배출량사용량×발열량×환산계수×배출계수 (1)

사용량연비
이동거리

(2)

식 1에 의해 구해진 CO2배출량을 사용자가 속한 그룹

정보와 함께 그림 7과 같이 탄소 감량 테이블에 장  

한다.

[그림 7] 웹DB의 탄소저감량 테이블

3.3 웹 서비스

웹 서비스는 사용자, 리자, 의사에게 건강정보, 환경

정보, 녹색정보, 개인정보, 상담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8

은 웹 서비스의 종류와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8] 웹 서비스 종류

건강정보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칼

로리 감소량, 심박수를 나타내며 자신의 건강정보와 비

교할 수 있다. 환경정보는 오존 정보, 온도 정보를 나타내

며 자신이 운행한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녹색정보는 

그룹별로 탄소 감량을 알 수 있어 자신의 정보와 비교

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등록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

여 자신 만의 소모 칼로리, 탄소배출량 등 개인의 건강 

 운동정보를 보여 다. 상담정보는 이러한 자신의 건

강  운동정보를 이용하여 의사에게 건강 상담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9는 웹 서비스의 메인구성을 보여주는 웹 화면이다.

[그림 9] U-health Bike 웹 서비스의 메인 화면

모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는 메인화면의 쪽에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근성을 높이고 한 에 들어오게 

직 성을 높인다. 사용자 개인, 리자, 의사에게 필요한 

정보는 로그인을 한 후 이용한다. 사용자는 개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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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서 상세한 

자신만의 건강  운동정보를 보여 다. 의사는 상담정

보의 사용 권한을 주고 상담정보 게시 에서 자신에게 

상담을 의뢰한 사용자의 정보를 보고 상담한다.

리자는 리자 메뉴의 사용 권한을 다. 리자 메

뉴는 그림 10과 같이 회원 리, 자 거 리, 에이 트 

리, 로컬서버 리, 그룹 리로 나 어진다.

[그림 10] 관리자 메뉴 종류

회원 리 메뉴는 웹 서비스에 등록한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 검색, 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있다. 자 거 

리 메뉴는 서비스에 등록한 자 거의 정보를 확인 검

색, 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있다. 에이 트 리 메뉴는 

자 거의 센싱 정보를 장하고 로컬서버로  송하는 

에이 트를 확인, 검색, 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있다. 그룹 

리 메뉴는 웹 서비스에 등록한 사용자들이 속한 그룹

을 검색, 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심박수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웹 화

면이다. 그림 11의 쪽 표는 등록된 모든 사용자의 몸무

게와 나이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심박수를 보여주어 개

인 사용자 자신의 심박수와 쉽게 비교하여 볼 수 있다. 

한 사용자 자신의 심박수 정보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최 심박수, 무산소 한계, 회복 , 심박수존을 

자세히 보여 다.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운동패턴을 조 할 수 있고 의사에게 

상담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다.

심박수란 매 분당 심장 박동수를 말하며 성인의 경우 

안정시의 심박수는 운동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50~70 정도이고, 심한 운동을 했을 때에는 약 200정도까

지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최  심박수, 무산소 한계, 심

박수 존은 건강정보를 나타내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

도를 조 할 수 있다[8].

그림 12는 환경정보의 온도, 오존 정보를 최근일주일, 

일평균, 월평균, 연평균으로 보여주는 웹 화면이다. 환경

정보의 온도, 오존 정보는 오  API를 제공하는 네이버

의 지도를 매쉬업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에

이 트 좌표 값의 치를 통해 측정시간과 해당 지역의 

온도, 오존지수를 나타낸다. 에이 트를 통해 데이터가 

수신된 마지막 시간이 측정시간이다. 온도, 오존 지수정

보는 에이 트에서 정보를 받음으로써 세 한 지역과 빠

르고 정확한 최신의 정보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1] 건강정보의 심박수 정보

[그림 12] 환경정보의 온도/오존 정보 지도

그림 13은 녹색정보의 탄소 감량 정보 웹 화면으로 

막 그래 . 이그래 , 표가 서로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직 으로 보이고 있다. 녹색 정보의 탄소 감량은 사

용자가 자 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사용했던 자동차에

서 배출되는 CO2 발생을 얼마나 감소 시켰는지를 보여

다. 탄소 감량은 소속별, 개인별로 탄소 배출 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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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회정보를 제공하고, 순 를 매김으로써 경쟁심을 

유발시켜 녹색성장에 더 많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상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Web 2.0기반의 Flex로 그래 를 

표 하여 사용자의 웹 지연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림 13] 녹색정보의 탄소 저감량 정보

리자는 메인서버로 송받은 사용자의 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Ajax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자 거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을 보여 다. Web 2.0

기반의 Ajax는 서버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비동기 요청

이 가능하므로 리자의 편의성 높여 다. 한 Ajax의 

서버 측 처리를 각 호스트에 분산하고 수신하는 데이터

의 양을 이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양의 데이터에 한 

부담을 인다.

3.4 기존 웹 서비스와 비교

그림 14는 본 논문의 U-Health Bike 웹 서비스를 기

존 웹 서비스들과 비교한다. 기존 웹 서비스들은 기본

인 자 거 사용 내역만을 제공한다. 타보래이 서비스는 

탄소 감량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센싱 정보를 가

져오는 U-Health Bike 웹 서비스와 달리 사용자가 직  

자 거로 이동한 거리를 입력하여야한다. 여수의 

U-Bike 웹 서비스는 운동량과 탄소 감량을 제공한다. 

U-Health Bike 웹 서비스는 사용한 자 거의 센싱 정보

를 이용하여 칼로리, 심박수의 건강 정보, 이동거리, 속도

의 운동정보, 탄소 감량 정보, 온도, 오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 Web 2.0을 이용한 데이터의 실시간 

Update 의료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4] 제안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비교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녹색 교통수단인 자 거에서 수집되는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녹색성장과 사용자 건강을 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 하 다. 기존의 공 자 거 서비

스는 자신의 자 거이용정보, 운동정보들을 제공하지만 

제공하는 정보들은 단순하고 비실시간 으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개선시키기 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며 Web 2.0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을 참

여시키고, 사용자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비교

할 수 있게 하 다. 

재 스마트폰이 많이 보 화 되어 있다. 제안 시스템

은 개인 컴퓨터 환경의 웹 서비스에 최 화가 되어 있다. 

따라서 재 화된 스마트폰과 연동이 어려운 단 을 

가진다. 향후에는 사용자들의 편의와 실시간성을 하여 

휴 폰의 문자서비스와 스마트폰의 앱을 개발하여 연동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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