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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personalized healthcare(wellness) services is increas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authoring of wellness contents fused with variety of contents

and the study of the system which provides the customized recommendation are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proposes the recommendation service system for the customized convergence wellness contents. The

proposed system makes to the wellness contents by the existing cultural/tourism/leisure contents and

recommends the customized wellness contents based on a user’s profile and the situation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and weather. The proposed system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signing the innovative

and new service models for the tailored wellnes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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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

해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 네트

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1]. 특히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비전들이 제시되고 있

으며, 다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알고리즘 성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생성, 전달, 분석하

여 이를 활용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삶의 편의성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하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 중 생활밀착형건강서

비스에 해당되는 웰니스 분야는 예방과 증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건강을 만들어가는 

총제적인 과정으로 개개인의 건강과 삶에 있어서 매

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2].

현재 웰니스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서비스로는 웰

니스 요소를 결정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나,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저작하고, 이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웰니스에 대한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위

한 추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와 외부 상

황정보(위치, 기상) 기반의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

텐츠를 추천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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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는 기

존의 다양한 문화재/관광/레저 콘텐츠에서 웰니스 

요소를 추출하여 저작된 콘텐츠로서, 다차원적 건강

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된 콘텐츠라 정의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연구로

서 웰니스 콘텐츠의 중요성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맞춤

형 웰니스 콘텐츠 추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

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추천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 서비스 및 설문조사

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로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웰니스 콘텐츠

웰니스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웰빙(Well-

being)을 위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Process)을 의미’라고 정의된다. 여기서의 건강

은 ‘단순히 질병이 있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

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웰니스는 1654년에 질병을 의

미하는 “ilness”의 반대 용어로 처음 언급되었다[3].

즉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

의 합성어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다차원적

인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웰니스는 대표적으

로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신체적, 정신적, 정서

적, 지적, 사회적 영역이다[4,5]. 즉 웰니스 콘텐츠는 

다차원적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된 콘텐츠

이다. 특히 ICT 융합 의료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

심으로 대두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맞춤형 의료 및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을 포함하며 분류 기준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 U-Health, 웰니스 등으로 명

명되고 있다.

2.2 맞춤형 추천 서비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지능화

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보다 그 활

용도가 넓어질 것이며, 중요한 기술로 다시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화 서비스

는 고객에게 전달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자의 프

로파일과 피드백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선호도

나 사전 행위를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서비스로서, 다

양한 서비스에서 고객의 주목도/몰입도를 높이고 이

를 통한 고객 충성도 증대 및 구매 유도의 목적으로 

ICT산업 전반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하여 사용

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의 

나이, 성별, 주소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사용자 프

로파일을 구성하고 규칙화하여 서비스하거나[6][7],

사용자가 미리 입력한 선호 정보나 이전에 이용하였

던 서비스와 특징이 유사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법

[8][9][10], 사용자와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이 공통

으로 좋아하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법[11] 등이 있

다. 최근 웰니스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웰니스 콘텐츠를 모바

일로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 웰니스 콘텐츠 사용의 

수월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웰니스 콘텐츠를 저

작하고 이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 시스템

에 관한 연구 및 서비스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행복증진과 편리한 문

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

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3.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3.1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의 개요

본 절에서는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추천 

및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Fig. 1과 같이 

제안한다.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융복합 웰니

스 콘텐츠 저작 엔진, 맞춤형 웰니스 콘텐츠 추천 엔

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이를 구현하

였다. 설계 및 구현한 서비스 시스템은 전처리과정에

서 기존의 문화재/관광/레처 콘텐츠로부터 웰니스 

요소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구성하여 웰니스 콘텐츠

를 저작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사용자 특

성에 최적화된 웰니스 콘텐츠를 추천하여 모바일 앱

을 통해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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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view of proposed service system.

Fig. 2. The proposed service system architecture.

3.2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

본 절에서는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추천

하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 구조에 대하여 Fig. 2와 같

이 제안하고, 주요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웰니스 요소 분석 매니저(Wellness Element

Analysis Manager)는 문화/관광/레저 콘텐츠의 메

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웰니스 요소를 추출하고 웰니

스 콘텐츠를 등록하는 모듈로서, 세부 모듈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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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와 같다.

• Content Register : 웰니스 요소를 갖춘 콘텐츠

(메타데이터 셋)을 전송

• Metadata Analyzer : 웰니스 콘텐츠를 검증 및 

판단하기 위해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능

• Extraction Algorithm Manager : 문화/관광/레

저 콘텐츠에서 웰니스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

즘을 관리하고 변경/삭제/추가하기 위한 기능

• Wellness Inference : 웰니스 영역별 요소를 추

출하는 엔진으로 웰니스의 5가지 영역(신체, 정서,

지적, 사회, 영적 영역)으로 분류

• Wellness Index Agent : 추출된 웰니스 요소를 

바탕으로 웰니스 영역에 맞는 지수로 분류하는 기능

• Metadata Exchanger : Content Manager와 데

이터를 주고받는 기능

웰니스 요소를 추출을 위해문화/관광/레저 콘텐

츠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식 (1)과 같이 웰니스 영역

별 특성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  ≤ ≤ ≤ 

 (1)

여기에서 WS는 웰니스 영역별 점수이며, i는 웰니

스 영역(신체적 1, 정신적 2, 정서적 3, 사회적 4, 지적 

5)이며, n은 웰니스 영역별 세부 속성 수, DP는 세부 

속성 값으로서, 영역별 세부 속성에 대한 값으로 동

등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 0에서 최대 1/n을 

갖는다.

둘째, 웰니스 콘텐츠 매니저(Wellness Content

Manager)는 웰니스 요소 분석 관리 매니저에서 생

성한 콘텐츠와 외부 건강 기록 시스템의 일반적인 

효과/효능 정보를 바탕으로 웰니스 콘텐츠를 자동으

로 구성하는 모듈로서 세부 모듈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 Content Register : 효과 및 효능을 반영한 웰니

스 콘텐츠를 등록하는 기능

• Content Compositor : 등록할 웰니스 콘텐츠를 

구성 및 재구성하는 기능

• Compositor Algorithm Manager : 효과 및 효

능 기반 웰니스 콘텐츠의 구성 및 재구성을 위한 구

성 알고리즘을 관리하고 변경/삭제/추가하기 위한 

기능

• Effect Reflect Manager : 반영할 효과 및 효능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Effect Receiver : Profile Manager에서 생성된 

효과 및 효능 정보를 받는 기능

• Content Exchanger : Recommendation &

Service Manager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

웰니스 콘텐츠에 효과 및 효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신체적 영역에 대한 웰니스 

콘텐츠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MET 방식을 사용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웰니스 콘텐츠에 

반영하였다.

▪ 1단계 : 사용자의 체중 변화 추이를 체크하여 1주일

간의 체중 변화를 추적

▪ 2단계 : 콘텐츠가 가진 속성과 사용자의 신체적 영역 

선호도를 비교하여 1주인간의 체중 변화와 다시 비

교

▪ 3단계 : MAX(웰니스 콘텐츠, 신체적 영역 선호도,

체중 변화)를 취합하여 웰니스 콘텐츠에 반영

셋째, 프로파일 매니저(Profile Manager)는 사용

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각 모듈 및 어플리케

이션에게 프로파일 제공하기 위한 모듈로서 세부 모

듈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 Profile Receiver : 전송되는 프로파일을 받기 

위한 부분

• Profile Providing : 프로파일을 전송하는 기능

• Profile Processing & Saving : 프로파일을 처

리하고 저장하는 기능

• Profile Searcher : 요청에 따른 프로파일을 검

색하는 기능

• User Classifier : 추천을 위해 사용자 프로파일

과 군집 정보를 기반하여 사용자의 그룹을 분류하는 

기능

• User Rule Manager : 사용자의 그룹을 분류하

기 위한 규칙을 관리하는 기능

• Feedback Manager : 사용자의 피드백에서 효

과 및 효능 정보를 생성하고 반영한 프로파일 정보를 

프로파일 레파지토리에 저장하는 기능

• Effect Providing : 생성된 효과 및 효능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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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추천 모델 생성

(1) 사용자와 콘텐츠의 특성 벡터를 구하고 군집화 

(2) 각 사용자 군집의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에 따

라, 사용자 군집과 콘텐츠 군집간의 선호도 계산

▪2 단계 : 누락된 사용자 선호도 예측

(1) 사용자 선호도 테이블을 생성하고 누락된 선호

도를 예측

▪3 단계 : 추천 동작

(1) 사용자가 속한 군집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군

집을 k개 선택

(2) 선택된 군집들의 콘텐츠들 중 사용자의 선호도

가 높은 콘텐츠 추천

▪4 단계 : 사용자의 피드백 반영

(1)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 중 선호도 정보를 선호도 

테이블에 반영

(2) 사용자의 피드백을 이용해 사용자와 콘텐츠의 

특성벡터를 학습

전송하는 기능

넷째, 추천 및 서비스 매니저(Recommendation &

Service Manager)는 웰니스 콘텐츠와 사용자의 프

로파일 정보를 매시업하여 사용자에게 웰니스 콘텐

츠를 추천하는 모듈로서, 추천된 웰니스 콘텐츠 목록

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

여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내용

에 따라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콘텐

츠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부 모듈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 Client Communicator : 사용자 단말기에 웰니

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 Content Adapter : 생성된 웰니스 콘텐츠를 사

용자 단말기에 제공하기 위한 형태로 적응화하는 기

능으로서 사용자의 상황정보(날씨, 위치 등)을 기준

으로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으로, 이때 

상황정보(날씨,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의 이용 시점의 날씨와 위치를 기반하여 

추천 콘텐츠가 결정됨

• Content & Profile Mashup : 웰니스 콘텐츠와 

분석된 프로파일에 따라 추천될 웰니스 콘텐츠를 매

시업하는 기능

• Content Searcher : 검색 조건을 통해 추천될 

웰니스 콘텐츠를 검색하는 기능

• Content Recommender : 사용자 프로파일 및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웰니스 콘텐츠를 추

천하는 기능

• Profile Exchanger : Profile Manager와 프로파

일을 검색/교환 등을 위한 기능

본 논문에서는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추

천하기 위해 학습하는 협업 필터링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융

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준이 되며, 사용자

의 피드백(추천 콘텐츠에 대한 평가 정보)에 따라 지

속적으로 웰니스 콘텐츠의 속성 정보가 학습된다. 제

안한 추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동작한다.

다섯째,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 : 생성된 

웰니스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보여주는 모

바일 앱으로서,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개인 건강,

외부상황정보 등)을 시스템 플랫폼에 전송하는 역할

하며, 세부 모듈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 Augmented Reality Module : 증강현실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듈

• Content Viewer : 웰니스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뷰어

• Content Curator :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웰니

스 콘텐츠 구성을 보여주는 기능

• Feedback Providing : 사용자의 피드백을 전송

하는 기능

• Profile Providing :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전송

하는 기능

• Profile Processing & Anonymity :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취합하고, 익명화하는 기능

• Authentication Module : 외부 건강 기록 시스

템에서 사용자 건강 정보를 얻기 위한 인증 기능

• Outside Situation Processor : 사용자 위치에 

기반하여 외부 상황(날씨, 기온 등)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4. 실험 및 분석
4.1 시범 서비스 환경

본 절에서는 구현한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 

추천 서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 

및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Fig. 3의 안드로이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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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bile Application(App.) for Trial Service.

의 모바일 앱을 구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시범 서비스 대상 : 송파구 주민 대상 총 167명

(남자 104명, 여자 63명), 2개월

• 시범 서비스를 위해 제공된 콘텐츠 범위 : 송파

구에서 지정한 지역 25개 문화재/관광/레저 콘텐츠

• 시범 서비스 방법 

- 전처리 과정을 통해 메타데이터 추출 및 웰니스 

요소를 추출 및 자동 구성하여 저작함

-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설

치 및 회원 가입 후, 개인 프로파일을 입력 및 

전송하면 개인 프로파일 레파지토리에서 분석 

및 저장

-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 시, 외부상황정보(위

치, 기상)와 분석된 프로파일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가 추천되고 추천

된 콘텐츠 이용 후, 사용자 피드백 정보(추천 만

족도,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통해 추천의 만족

도 및 서비스 효용성을 조사

4.2 시범 서비스 설문 분석

본 절에서는 송파구 주민 대상 시행된 시범 서비

스에 대해서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 추천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설문대상 :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송파구 주민 

총 167명

- 응답자 : 124명, 응답률 : 74.3%

• 설문방법 : 온라인(e-mail) 및 오프라인(현장)

설문조사

- 온라인 응답자 : 56명, 오프라인 응답자 : 68명

첫째, Table 1과 같이 설문의 응답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32명(2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였으며, 60대가 28명(22%), 40대가 26명(21%) 순으

로 조사되었다. 50대와 60대의 경우 건강관리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룹이며, 20대의 경우 4명

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또한 남자가 62%로 보

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응답자 중에 대표

적인 만성질환인 성인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3.87%로서, 한명이 1개 이상

의 질환을 가지는 경우 중복된 데이터는 제외한 수치

이다.

둘째,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위한 추천 

서비스에 대한 효용성에 대하여 Fig. 4와 같이 전체 

응답자에 대한 결과는 ‘매우만족’은 44.4%, ‘만족’은 

42.7%로 전체 87.1%가 만족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서 서비스 효용성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가 

본 서비스가 건강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 중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전체 90%의 사용자가 

서비스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

히,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웰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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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 and situation of lifestyle related disease

Total Respondent
Group of Lifestyle related disease

Hypertension Hyperlipidemia Diabetes mellitus

Man Woman Man Woman Man Woman Man Woman

20s 3 1 - - - - - -

30s 11 6 - - - - - -

40s 17 9 1 - - - - 1

50s 19 13 2 1 2 1 3 1

60s 17 11 4 2 2 2 3 2

70s 10 7 3 2 2 3 3 2

Total 67 40 7 5 6 6 9 6

Fig. 4. Utility of recommendation service.

Fig. 5. Satisfaction of content recommendation.

신체적인 영역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

한, 콘텐츠 추천의 만족도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

치이며, 이는 실제 사용자들이 추천된 웰니스 콘텐츠

가 가지는 5가지 영역별 속성 정보에서 보다 유익함

을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의 추천 만족

도는 Fig. 5와 같이 ‘매우 만족’은 38.7%, ‘만족’은 41.9

%로 전체 80.6%가 만족으로 조사되었으며, 4.8%가 

불만족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성질환 그룹의 경우 전

체 86%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콘텐츠 추

천의 만족도의 경우 추천 서비스 효용성에 비해 6.5%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시범 서비스를 위해 저작된 

송파구 지역의 웰니스 콘텐츠의 절대적 수와 웰니스 

영역별 다양성이 적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추천 콘텐츠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5. 결  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

하여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웰니스에 대

한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텐츠를 위

한 추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와 외부 상

황정보(위치, 기상) 기반의 맞춤형 융복합 웰니스 콘

텐츠를 추천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여, 추천 콘텐츠의 만족도와 추

천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사용

자의 니즈를 조사 및 분석하여 서비스 지역의 확대함

으로써, 맞춤형 웰니스 콘텐츠 추천 서비스 및 시스

템 모델의 연구 및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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