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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재활 환자들은 병원 치료 후 올바른 방향의 재활활

동과 케어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어플리케이션의 활용과 영상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재활 케어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해봄으로써 앞에서 제기된 환자들의 니즈를 해

결하고자 한다. 구현은 HTML5, CSS3, Javascript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서비스

를 제공하며, 이로써 누구나 쉽게 저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키워드: 이용자연계(User Connection), 자가기록(Self-Record), 재활정보(Rehabilit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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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코로나19로 인한 지속되는 비대면 상황으로, 재활 환자들은 올바른 

방향의 재활활동과 케어를 받고자하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1] 

이에 본 논문은, 어플리케이션의 활용과 영상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재활 케어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구축해봄으로써 앞에서 제기된 

환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현은 HTML5, CSS3, Javascript

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써 누구나 쉽게 저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제시하고, 3장에서는 

설계를 한다. 4장에서는 예상되는 구현결과를 도출하고, 5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기능형 재활 케어 서비스

를 개발한다면 좀 더 우수한 성능이 예상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비대면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의료와 ICT가 융합된 신 산업으로써 기술로 최근 규제 완화, CT 

기술 발전,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2]

시장조사 회사 마켓스앤마켓스(MnM)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의 규모는 2024년 392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보호법)의 

개정안 또한 통과되었으며, 비대면 헬스 케어 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돼서 증가할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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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gital Health Market Outlook

Fig. 2. Quantitative Analysis of Definitions of e-Health 

and m-Health

1.2 스마트기반 셀프 자가관리 시스템의 발전

비대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운동과 식단 관리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 중이며, 집에서 운동이 가능한 

홈트레이닝(Home-Fitness)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게 오르고 있

다.[3]미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피트니스 

앱 시장 규모는 2026년 약20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고, 이러한 

비대면 홈트레이닝 시장의 활성화함에 따라 밀레니엄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한 지출을 늘리는 트렌드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1.3 웨어러블 기계와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헬스케어를 이용하는 지능형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간과 디지털 기술의 조합을 통해 헬스케어 모델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 헬스의 트렌드는 꾸준히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피트니스 앱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개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최적화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어 피트니스앱과 웨어러블 기계는 mHealth 산업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Allied Market Research (AMR)

는 2018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깅, 러닝, 심박동 모니터링 

등 피트니스 추적용 기기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6년 179억 달러에

서 2023년 621억 2,800만 달러로 연평균 19.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8,4000명 이상의 모바일 헬스 분야의 퍼블리셔가 의료 

및 건강, 피트니스 시장을 위한 피트니스 앱을 출시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애플리케이션과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헬스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Fig. 3. Global Fitness App Market, By Device

III. The Proposed Scheme

재활에 필요한 상담이나 설명, 예약 등의 비대면 서비스의 통합과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와 연계된 케어 서비스의 개발을 하고자 한다.[4]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fig. 4.과 같다.

3.1 시스템 구성도

Fig. 4. System flow chart

3.2 개발환경 

Item Value

HTML5
Define the content of a 

web page

CSS3
Defines the style and 

layout of a web page

Java Script
Defines the dynamics of 

a web page.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3.3 결과화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쉽고 간단하게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맞춤 예약과 상담 그리고 진료 내역 및 상태 체크 

등을 할 수 있는 케어 플랫폼을 화면으로 구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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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pplication page

IV. Conclusions

치료 후의 재활이나 후기 케어 같은 경우 이용자가 기관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였으며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실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빠르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통해 환자는 

재활 케어 서비스 사용에 대한 만족과 재활활동에 대한 여러 요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며, 올바른 케어의 방향성과 서비스 질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향후 연구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재활 헬스케

어서비스를 적용하면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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