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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를 사용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기반 라이프스타일

(생활패턴) 분석 및 웰니스 예측케어 서비스시스템 

요 약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인프라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

생활 중에서도 개인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

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

을 인지하고 다면적으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lifestyle, 생활습관) 분석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이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는 개인의 질병이나 사회•심리적 

문제의 원인 분석과 미래 트렌드의 변화예측을 할 수 있는 중요

한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이를 위한 연구로서 활동량, 스트레

스, 위치, 수면 등의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추출하여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웰니스 (Wellness) 예측케어

서비스 연구와 서비스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개인의 복잡한 라이

프스타일 패턴의 추출이 단편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패턴

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거나 연계 서비스로의 확장 및 

라이프스타일 패턴의 재사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어려운 이

슈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웰니스 서비스의 신뢰도가 낮아 사

용자가 단순히 재미로 느끼는 수준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IoT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해 

수집되는 라이프로그로 부터 라이프스타일 패턴 추출 및 모델

링, 라이프스타일 패턴 분석으로부터 개인의 행동 추론 및 예

측, 원인파악과 관련 지표를 정량적으로 설계하는 분석 엔진 개

발 방안, 서비스 디자인을 통하여 실효적인 생활개선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술, 개인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신뢰성 높은 케

어 서비스 제공까지의 전반적인 웰니스 예측케어 서비스시스템 

프로세스 및 플랫폼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율 증가, 소통의 부재에 

따른 사회적 갈등, 사회안전불감에 따른 인적재난 증가 등 다양

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국

민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통

계청 자료(2013년 사망원인 통계)[1]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현재 주요 사망원인은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질환, 3위가 심장

질환, 4위가 당뇨병으로 공통적으로 운동부족, 비만, 흡연, 과다

한 음주 등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밀접한 질환임을 알 수 있다. 

AIHW(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에서는 

현재 의사 진료 질병의 70%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복합요인으

로 연구보고 되고 있으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에서는 생활습관(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

스 등)을 관리하면 질병을 예방 가능하다고 보고된다. 위의 연

구보고와 더불어 최근 의학기관에서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조

사하거나, 단편적인 생활습관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 개인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가 근본적인 문제를 알

아낼 정도로 시간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명확한 생활습

관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해결방안으로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

트 디바이스, 그리고 IoT기반 유비쿼터스 인프라 환경에서 제공

되는 정보들을 가공/분석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패턴을 추출

하고 이를 정형화하여 분석 추론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동향보고서[2]에 따르면 사물인

터넷(Internet of Thing, IoT)은 주변 사물들이 유·무선 네트

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킹 기술 및 환경을 의미한다. 이

러한 IoT 기술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순간부터 발생되는 

개인의 생활습관, 주변환경, 사회적 관계 등의 라이프스타일 빅

데이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적합하다. 

또한 라이프스타일패턴이 분석되면 이를 서비스와 연계하여 

예측케어하는 시스템의 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인 웰

니스 케어기술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보

고서[3]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웰빙(well-be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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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케어 프로세스로써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분석하여 정형화하고, 각 개인의 변화에 맞는 예

측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보편적 이슈들을 기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환경에서 라이프로그의 수집 및 분석을 통

해 웰니스 기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패턴 

분석 및 웰니스 예측 케어시스템을 알아본다. 먼저, 개인의  라

이프스타일패턴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출하여 관리하는지에 대

한 기술, 두 번째로는 추출된 경험기반의 지식모델의 설계와 구

성에 대한 방법, 세 번째로는 케어서비스 기술과 시스템 플랫폼

설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보다 실용적인 케어시

스템 개발을 위하여 동기기반 인지심리 정서 추론 기술과 서비

스 디자인 기술에 대한 이슈를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결론적으

로 개인의 생활습관변화,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관계

적 변화 등에 맞추어 예측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이 제시된다. 

이는 실제로 의료진단과정에서 의사들이 사전에 라이프스타

일 분석에 따른 예측효과를 인지함으로써 더욱 더 세밀한 원인 

분석과 처방에도 도움을 주게 되며, 개인에게도 실시간적인 추

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생활의 올바른 변화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Ⅱ. 웰니스케어 서비스시스템 및 라이프

스타일패턴 연구 동향

1. 웰니스 케어서비스 동향

웰니스는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지적 영역에서의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건강

하고 활기찬 활동을 위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웰니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둔 케어 서비스는 

활동 데이터 패턴을 활용하여 보다 사용자에게 맞춤화되고 효

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웰니스 서비스를 위한 디바이

스 활용 사례[4]를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연구, 웨어러블 디

바이스에 측정 가능한 센서를 내장한 연구 등을 통하여 상용화

되어 활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를 소개한다. 이와 같이 현재 웰

니스 케어 연구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정보가전화와 융합정보를 이용한 건강정보 분석 콘텐츠가 개발

되어 제품에 내재화되고 있는 현황이며, 기존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술들의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Sony, Motorola, Fitbit, Nike 등

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칼로리 추적과 모니터링 기반 

건강관리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앱에서는 

활동량을 분석하는 Moves, 다이어트를 관리하는 Noom 다이

어트 코치, Sony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통하여 자신

의 라이프스타일패턴을 관리하는 LifeLog등이 있다. 

2. 라이프스타일패턴 연구 동향

라이프스타일패턴 연구에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라이

프로그(Lifelog)연구,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하여 인간의 모션

과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행동 패턴 분석연구가 대표적이며, 기

업들에서는 헬스케어관련 생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솔루션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라이프로그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Microsoft사의 

SenseCam[5]이 있다. SenseCam은 카메라와 빛의 세기, 가

속도, 온도, 움직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들로 구성되

어 사용자의 변화가 감지되는 순간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동

으로 촬영되는 사진을 저장한다. 그 외에 다양한 라이프로그 데

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MyLifeBits[6]가 개발되었다. 또한, Nokia와 DARPA에서도 라

이프로그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프로젝트[7][8]를 진행하였다.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의 실시간데이

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많은 데이터 속

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해서 볼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이프로그를 추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기계학습 기반[9], 온톨로지 기반[10], 

모바일 기반[11]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들은 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실험자 대상 데이터 수집이기 때문

에 데이터 크기가 제한적이며, 이를 확장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었다. 또한 라이프로그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집된 라이프로그로부터 개인 사용자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통한 케어서비스와의 연동에 대한 구체

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분석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 라이프로그를 수

집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보다 의미있는 라

이프스타일패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웨어러블 센서를 통한 행동패턴 연구[12]와 같이 단순 수집된 정

보로부터 보다 정밀한 패턴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수집되는 라이프로그 속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을 거쳐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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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위 기술과 고성능의 모바일 기기, 저가/저전력의 대

용량 저장장치 및 통신장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의 급

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충분하게 되었다. 이에 

IBM[13]과 인텔[14]은 각각 자사의 빅데이터/클라우드/모바일 

컴퓨팅 솔루션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구 중이다. 

Ⅲ.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예측케어시스템 

동작 프로세스 설계 

1. 시스템의 동작 프로세스 개요

라이프스타일패턴기반의 웰니스 예측케어 서비스시스템을 설

계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전체 시스템 동작 프로세스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설

계방안을 알아본다.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IoT환경에 기

반을 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하여 수집된 퍼스널 빅데

이터에서 개인의 생활활동 이력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 라이

프스타일 패턴(Personal Lifestyle Pattern) 추출기를 통하여 

일상생활 패턴을 생성한다. 다음으로는 동기, 원인, 인지심리, 

감성 등이 융합된 시맨틱 모델기반의 지식정보가 모델링된 인

지심리지식모델 및 건강관련 기준지표를 기반으로 경험 라이

프스타일 패턴(Reference Lifestyle Pattern) 추출기를 통하여 

라이스프타일패턴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추출된 

라이프스타일패턴은 개인의 일상생활정보뿐만 아니라 이 생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정보 및 분석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 서비

스의 전문가 지식이 관련된다. 따라서 분석 엔진에서는 개인

의 행동에 따른 추론 및 예측과 변화 요인 분석 및 개인에 따른 

목표 지표 정량화를 도출하게 된다.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정

보가 웰니스 예측케어 서비스로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요구되며, 궁극적인 개인 생활개선을 

지속적으로 변화 유도하는 서비스 디자인 기술인 설득형 기술

(Persuasive Technologies)과 서비스디자인 UX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  

즉 전체 시스템은 퍼스널 빅데이터 추출 기술, 생활이벤트 분

석, 추적 예측 기술, 케어서비스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차

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알아보자.

2. 퍼스널 빅데이터 기반 라이프스타일패턴 추출 및 관리

본 장에서는 다중 센서를 기반으로 한 퍼스널 빅데이터 기반 

라이프스타일패턴 추출 및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퍼스널 

빅데이터 추출을 위한 라이프스타일패턴 분석 시스템에서는 <

그림 2>와 같이 웨어러블 센싱 디바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센싱데이터, 일반적인 장치들을 통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

공간 데이터, 스마트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우선 분

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추출 할 수 있는 데이터와 학습방

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생활패턴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모델 구성은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은닉 마르코프(Hidden Mar-

kov) 모델을 이용한 사용자 행동 상태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 연

구[15]와 컨텍스트(Context) 인식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위

한 사용자 행동 패턴 추론 모델 연구[16]의 알고리즘을 복합적으

로 사용하여 행동요소와 개인의 특이성을 검출하였다. 다음으로

는 사용자의 활동량 및 활동인지를 위하여 3축 가속도를 이용한 
그림 1. 라이프스타일 패턴 분석 및 웰니스 예측 케어시스템

전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2. 퍼스널 빅데이터 추출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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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산출 알고리즘[17]과 행동 인지 알고리즘[18]를 사용 하

여 활동인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심리 인지는 동기기

반 인지심리 감정 추론을 통하여 심리 요인 학습을 중점으로 연

구되었다. 이 외에 SNS(Social Network Service)분석을 통해 

소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표 1>과 같이 구체적인 생활이벤트를 목적에 따라 정의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물리적 센서들만으로 단일행위를 추출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한 기본 행동 분류 기준을 정립하여 

정적/동적 단위 행동 요소 분류기를 설계하였다. 

특히 수면과 인지 센싱 기술을 통하여 복합적인 생활이벤트를 

센싱하는 기술을 고도화하였다. 수면인지를 위해서는 심박 센서

를 통한 수면 시간 추정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연구[19]를 진행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 입면/기상 시간을 추정하였다.  다음

으로 인지심리적 영향파악을 위한 행위 센싱 기술을 위하여 음성/

오타패턴 분석을 통한 인지 요소 센싱 기술을 설계하였다. 이 기

술은 다음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음성 신호를 통한 불수의적 

인지요소 추출을 하였고 다음으로 스마트폰 오타 패턴 및 오타율 

산출을 진행하였다. 사용자 감성은 언어기반 감성 상태 분석을 통

하여 분석하였으며, 키워드뿐 아니라 이와 함께 결합하는 어휘요

소들을 함께 처리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라이프스타일패턴 기반 경험모델의 구성

다음으로는 생활이벤트 분석, 추적 예측 기술 위해 인간이 외

부 자극을 인지하고 정서상의 변화를 일으켜 행동을 취하게 되

기까지의 일반적인 양상을 분류하여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러한 연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이론적인 지

식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 행동이 유발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지식 경험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행동/인지 능력에 대한 분석 기술을 위하여 경험모델과 라

이프스타일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래의 그림<그림 3>은 라이프스타일패턴을 기반으로 경험모

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써 먼저 이론, 문헌, 전

문가 지식들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 심리, 정서상에 대한 지식 

모델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이를 분석하여 시맨틱 기반의 모델

로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온톨로지 모델을 활용한다. 온톨로지 모델을 통하여 구

성된 경험모델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포함되

어 있어 라이프스타일패턴에 따른 의미를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표 1. 다중센서융합 생활이벤트 센싱 기술

구	분 센서	종류 측정기기 목적

행동

Activity

가속도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속도	및	각속도	패턴인식

을	통한	정적/동적	행동	요

소	측정(Basic)

위치,	시간,	공공	데이터를	

결합하여	연속적인	생활이

벤트	측정(Advanced)
자이로	센서

운동

Workout

가속도	센서 가속도를	통한	칼로리	추정	

및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을	통한	운

동	효과	측정심박	센서

수면

Sleep

가속도	센서 움직임	및	심박변이도

(HRV)를	통한	수면	시간	추

정,	수면	중	각성	상태	추적

을	통한
심박	센서

인지

Cognition

음성	센서
Smart

Phone

사용자	음성	톤	변화를	통

한	불수의적	인지	측정,

키보드	오타율	추적을	통한	

불수의적	인지	측정터치	센서

그림 3. 라이프스타일패턴 기반 경험모델의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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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프스타일 패턴 분석 및 웰니스 예측 케어 시스

템 플랫폼 구조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스템 기능 요건 도출과 실제 서비스 환

경에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퍼스널 빅데이터 

추출부터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케어 서비스에 연동하기 위한 

시스템 플랫폼 구조를 알아본다. 라이프스타일 패턴 분석 및 웰

니스 예측케어 시스템 플랫폼 구조도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으

며, 안정적인 센싱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조를 표현한다. <그림 4>의 구조에

서는 퍼스널 빅데이터를 통하여 수집되는 생활패턴 데이터를 저

장, 분석, 활용하는데 있어 처리성능이 보장되는 서버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생활패턴 데이터 저장을 위

한 모델과 생활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이 지원된다.

5. 동기기반 인지심리 감정 추론

라이프케어시스템을 고도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생활패

턴 속에서 인지 요소 분석과 인지 이론을 통한 동기를 추출하

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은 <그림 5>와 같이 다중 센

싱을 통하여 심리 영향 요소를 산출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다

음으로 기초 심리 모델과 비교하여 다양한 심리 요소를 추출하

여야 한다. 

또한 <그림 6>에서는 위의 모델이 결합되어 라이프패턴을 분

석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동작하는 환경을 보여준다. 즉, 건

강관련 기준 지표와 축적된 라이프로그를 통하여 기 구성된 행

동과 인지 모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행동 시퀀스, 사회관계, 그룹관계, 심리적인 모델이 포함된 형

태의 라이프스타일패턴이 도출된다.

6. 서비스 디자인

다양한 케어 시스템에서 사용자에 대한 비인지적 데이터 수집

방안은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시스템에게는 신속하고 

많은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이 된다. 이를 위하여 <

그림 7>과 같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집이 많이 활용

된다. 또한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도 사용자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비인지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받게 하되,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개인의 정서에 맞

는 설득형 기술(Persuasive Technologies)적용이 중요하다. 

설득형 기술은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창조하기 

위한 기술로써 Stanford대학의 Persuasive Tech Lab의 B.J. 

Fogg는 “자발적인 설득과 사회적 영향을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

이나 태도의 변화를 설계하는 기술”로서 설득적 컴퓨팅을 주장

그림 4. 라이프스타일 패턴 분석 및 웰니스 예측 케어시스템 플랫폼 구조도

그림 5. 동기기반 인지심리 감정 추론 방안

그림 6. 기준 지표와 인지모델을 통한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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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위의 <그림 8>과 같이 행동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행

동 모델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득형 기술은 아래 <그림 9>

와 같이 7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여 복합적으로 설계시 고려하여

야 한다.

•Reduction: 요구되는 행동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킴

•Tunneling: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차례로 

지나가야 함

•Tailoring: 개인의 성향과 필요에 맞추어 서비스함

•Suggestion: 조언을 통해 cue를 제공

•Surveillance: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원하면 지원함

•Self-monitoring: 자기 스스로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함

•Conditioning: 사용자 반응에 적절한 피드백과 보상이 필요함

하지만 기존에 연구 개발된 설득적 컴퓨팅 기술은 사람의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이 어

느 정도 실효가 있음을 보였으나,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

선에 따른 웰니스 향상을 위한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그 이전단계로서 기존의 설득형 디자인의 행동 모델

을 기반으로 <그림 9>과 같이 라이프스타일을 변화를 유도하는 

모델을 사용한다.

<그림 10>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형성 모델이 구축되면 자발적

인 설득과 사회적 영향을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

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객 니즈 조사 분석 측면에서도 행동양식

이 연구되어 숨겨진 니즈를 도출하는 식의 확장이 가능하다.

Ⅳ. 결 론 

웰빙 트렌드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기존 치료중심의 개념에서 건강관리, 증진 및 사전예방의 개념

으로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의 서비스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헬스케어 서비스는 기기 중심으로 기존 치료서비

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

그림 7. 사용자 비인지적 데이터 수집 디자인 방안

그림 8. B.J Fogg Behavior 모델

그림 9. 설득형 기술(Persuasive Technologies)

그림 10. 단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개선유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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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oT 환경에서의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기반 개인의 심리인지적 요소까지 고려한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웰니스 예측케어 서비스 시스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최적화된 신뢰성 높은 웰니스 예측

케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획기적 연구결

과이다. 또한 Data analysis, Knowledge Modeling, 지식융합 

서비스, 서비스 사이언스 분야의 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이룰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웰니스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삶의 변화 집

단의 문화 트렌드의 변화 더나아가 제품디자인의  영향요인에

까지 연관되는 분야로서 선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가 매우 큰분야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융합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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