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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운동량의 관리 및 현재 운영 중인 건강관리 수강과목을 
조회하고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일정표와 월간 헬스성과를 한눈에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설
계하였다. 간단한 스마트폰 QR스캐닝을 통한 인증으로 별도 Sensor의 승인없이 자동으로 일일운동 정보가 서버로 전
송되는 장점이 헬스클럽관리시스템의 장점이다. 헬스클럽의 각종 시설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 스마트 폰
을 통하여 원격지 서버에 데이터로 전송되므로 직장인 및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인원이 쉽게 WiFi, LTE, 3G 

등으로 손쉽게 헬스클럽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제어 : 모바일, 앱, 모바일 앱, 헬스클럽관리, 스마트폰 

Abstract  This study has designed the system that can manage the amount of exercise required for health 
management, viewing the health management courses which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register the desire 
courses and verifying the registered schedules and monthly health performances at a glance by using a mobile 
application. The advantage of health club management system is automatically transmits the daily exercise 
information to the server without a separate sensor through a simple QR scanning using a smart phone. Since 
the overall operating requirements of services and various facilities of health club is transmitted as the data to 
the remote server through a smart phone, users of various levels including workers, students, housewives, etc 
can easily access and use the health club management system using the WiFi, LTE, 3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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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폰이 발 한  세 는 편지는 문자메시지

로, 은행거래는 스마트폰으로, 화는 휴 화로 하는 

등 이동할 필요 없이 집 안에서 부분의 업무가 수행되

고 있는 세 이다. 그러나 이 게 이동할 필요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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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와 소통의 단 이라는 새로운 사

회문제가 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문제  “운동의 부재”로 인한 건

강문제를 조 이라도 해소하기 하여 스마트폰으로 운

동량의 리  재 운  인 건강 리 클래스를 신청

하고 등록하며, 등록한 일정표와 월간 헬스성과를 한

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한, 간단히 스

마트폰 QR스캐닝을 통해 일일 헬스클럽 완료사항이 자

동으로 DB Sever로 송된다. 원격지 DB Server로 데이

터 송 시에는 LTE, 3G, WiFi로 송하여 사용자의 요

 통신료 사용 부담을 다[1,2]. 

2. 관련연구

지난 7월 온라인 통계포털 사이트 스태티스타에서는 

1/4분기 한국의 스마트폰 보 률은  세계 2 인 73%의 

높은 보 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4명  3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헬스 어시스템에 쉽게 근함으

로써 건강을 리하고자 한다[3]. 

[Fig. 1]과 같이 통계청이 발표한 성별 비만 율을 살펴

보면, 2011년 스마트 폰 보 이 가속되던 시기부터 남, 여 

구분 없이 비만 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Obesity rates by sex and age group

한 <Table 1>처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공 여가시

설 이용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체육센터 이용률이 10%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결국 체육센터운

 산만 낭비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결

론을 얻게 된다.

<Table 1> Trends of Use Public Recreational 
Facilities

Public recreational facilities

Adult 

participation 

rate

Youth 

participation 

rate

Neighborhood-life sports park  34.6  21.4

National and public libraries  11.7  28.7

National Sports Center  5.8  4.7

Social Welfare Center  5.1  0.7

 Community Center  4.4  1.2

Youth Center  0.9  8.6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공립 체육센터의 이용률 증가

를 돕고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의 헬스 리를 해  “모바

일 헬스클럽 리시스템을 설계  구 ”이 필요하게 되

었다.  본 앱을 개발하여 국공립시설  소규모의 헬스

어시스템에 도입하면 건강 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본다[4].

2.1 모바일 헬스케어 앱 현황

오  마켓의 표 인 마켓인  iTunes와 구  이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헬스 어 분야의 앱의 황을 살

펴본 결과 단순한 근육 리 설명과 동 상 주의 앱이 

사용되고 있었다. 헬스강좌별 수강신청과 일일 헬스 어 

완료에 한 사항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앱이 있

다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상된다.

[Fig. 2] Healthcare Apps of the iTunes

[Fig. 2]의 iTunes의 헬스 어 앱들은 헬스정보를 

보여주는 모바일 홈페이지 앱의 특성을 띠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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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althcare Apps of the Google Play Store

[Fig. 3]의 구  이스토어의 앱들을 도 근육키

우기와 슬림한 몸짱 만들기 주의 설명 과 동 상 앱 

정도만이 매되고 있음을 보여 다[6].

3. 모바일 헬스클럽관리 시스템 설계

스마트 폰 환경에서 동일한 작용을 보여주는 어 리

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화면 크기는 구형 모델의 

작동을 고려하여 504×896의 화면 크기로 디자인하며, 메

인테마는 남색 빛이 도는 란색을 기반으로 제작한다. 

이때 색감이상  굴 이상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근성

을 해 표  아톰을 이용하며, 잘못된 입력에 한 

한 제한 조치를 취한다.

메인기능은 본인인증 후 체육센터 이용에 한 수강

신청  기타 부수 인 서비스 이용에 한 지원 사항으

로 제작한다. 이 앱은 수강 신청 시 발생하는 수강료 납

부를 해 PG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이 궁극 인 목표이

나 실제 PG연동은 비용발생을 래하기 때문에 별도의 

팝업 폼을 제작하여 테스트 시 이용되는 결제 차로 

체한다[7,8].

각 기능은 [Fig. 4]와 같이 오 닝  로그인, 회원개인

정보 리, 수강정보 리, 헬스센터 이용정보, 기타 헬스

센터 안내 5가지 기능으로 제작한다.

[Fig. 4] Module Flow Of Healthcare System

모바일 헬스클럽센터에서 사용할 사용자를 상으로 

수강신청  출결 리를 하고 월간이용 황을 [Fig. 5]처

럼 헬스클럽 리시스템으로 리하도록 설계한다.

[Fig. 5] DB Design of Mobile Healthcare System

3.1 회원정보 관리 기능

- 사용자는 회원 가입 시 이름, 화번호, 주소 등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한다.

- 사용자는 등록된 자신의 비 번호로 로그인하고 만

약 비 번호를 분실할 경우 가입정보를 입력하여 

비 번호를 송받을 수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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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자신이 결제한 수강과목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수강 인 과목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 Process Flow Of Mobile Healthcare System

3.2 모바일 헬스클럽 강좌정보 관리 기능

- 사용자는 개설강좌를 검색할 수 있고 이에 한 상세

한 정보  해당 강좌의 트 이 정보를 열람 가능하다.

-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여 강의

를 들을 수 있고 이를 한 결제기능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지원한다.

-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자신이 신청한 강의를 수강

신청 기간 내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이 등록하여 수강할 정인 익 월 시

간표를 종합 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 헬스클럽 이용 기능

- 사용자는 센터 내에 치한 헬스센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입장  퇴장 시에 헬스센터 내에 구비된 

QR코드 포스터를 스캔하여 출석등록을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헬스센터 이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출석 일수를 달력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 헬스센터 이용 안내 폼을 비하여 사용자가 헬스센

터 기능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4 모바일 헬스클럽 서비스 기능

- 헬스센터 리자는 헬스 어 리에 있어 사용자에

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등록하고, 사

용자는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체육센터에 찾아오기 한 교통사항에 한 

안내 폼을 비해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 사용자는 헬스센터 이용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Q&A를 통해 리자에게 문의가 가능해야 한

다[9].

4. 모바일 헬스클럽관리시스템 구현

4.1 제작환경

모바일 헬스클럽 리시스템은 헬스장에서 QR스캔을 

이용하여 헬스서비스 개시와 헬스종료의 데이터를 무선

인터넷(LTE,3G,WiFi)으로 헬스클럽정보 리서버(SQL 

Server)로 보낸다. 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하고 월

별 리 황을 조회 가능하고 수강신청도 메뉴에서 바로 

결제  신청할 수 있다. 

[Fig. 7] General System Configuration

모바일 헬스클럽 리시스템의 모바일 랫폼(Mobile 

Platform)은 안드로이드(Android)로 개발되었으며, JDK 

6.0.22를 사용하고 DB는 원격지 서버는 MS의 서버를 사

용하 다. <Table 2>는 시스템개발 환경이다.

<Table 2> Environment of System Development
Mobile Platform Android

Mobile Program1 JDK 6.0.22

Mobile Program2 .NET Framwork2.0 

Database Server Microsoft SQL 2005

Internet LTE, 3G,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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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바일 헬스클럽관리시스템 구현 화면

모바일 헬스클럽 리 시스템은  5 간 운동하는 캐릭

터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어 헬스 어시스템의  련 앱 

임을 알 수 있으며 구동 시간을 확보한다. 해당 애니메이

션은 체육센터 테마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아이디, 

비 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로그

인시 역변수를 활용하여 로그인 아이디를 세션 키로 

사용하게 된다. 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자동로그인, 비

번호 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만일 비 번호 분실 시 [Fig 

8]과 같이  “비 번호 찾기”폼으로 이동할 수 있고, 비회

원은 “회원가입” 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

[Fig. 8] Login & Member Registeration 

[Fig 9]와 같이 로그인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면  개

인정보보기 결제정보, 강좌 시간표메뉴를 선택가능하다.

[Fig. 9] View of Member & Member Menu

[Fig 10]은 개인메뉴에 한 결재정보메뉴에서 선택한 

화면으로 이 에 결제 완료된 황이 확인되며, 시간표

메뉴를 선택하면 수강 신청된 요일 정보가 확인된다.

[Fig. 10] Personal Menu

[Fig 11]은 강좌 리메뉴의 개설강좌는 개설된 강좌목

록을 확인하여 상세일정과 액 등을 확인하며, 강좌상

세 황, 수강신청, 액결제가 이루어진다. 액결제는 

그림 12와 같이 카드결제가 이루어진다.

[Fig. 11] Class Management Menu1
 

[Fig 12]는 강좌상세정보의 [트 이 정보보기]와 [강

좌사진] 메뉴에서 선택된 정보가 확인된다.

[Fig. 12] Class Management Menu2

[Fig 13]과 같이 신청한 강좌를 취소할 수 있고, 수강

신청 완료한 익 월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 헬스센터 

메뉴에서는 헬스센터( 장)에 비치된 QR을 스캔하여 출

석 체크한다.  

[Fig. 13] View & Cancle Of Registration

[Fig 14].는 헬스센터에 비치되 QR코드이고 스캔이 인

식되어 출석코드가 인지되면 자동으로 그림14의 월간 캘

린더에 출석인증 마크가 자동 필드로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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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nput & View Of Attendance

[Fig 15]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이용을 편리하게하기 

한 공지사항 안내와 Q&A를 제공한다.

[Fig. 15] Board & Q&A

[Fig 16].은 모바일 헬스 어 앱 사용에 한 이용안내 

메뉴와 공지사항과 Q&A를 작성하는 화면이 제공된다.

 

[Fig. 16] Bord Write & Manual

모바일 헬스 어시스템은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헬스

센터에서 사용 가능하며 회원들이 QR스캔만으로 헬스센

터의 센서 인식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헬스센터 장에 

방문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스캔동작 만으로 회원정보 

인증과 출석필드를 DB서버로 자동 송할 수 있고 별도

의 출입 센서 Device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의 부담 없이 

소 규모의 모든 헬스센터에서 사용가능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헬스클럽 리 시스템을 구 하

여 헬스서비스 수강신청을 모바일 앱으로 신청  결제

하고 일일 헬스 출석사항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앱을 제

작하 다. 헬스 출결 사항은 헬스센터에 비치된 QR 스캔

하는 것만으로도 회원정보  해당일의 필드가 원격지 

DB서버에 Insert 쿼리를 수행하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무선인터넷(LTE,3G,WiFi)으로 데이터 송이 완료되어 

별도의 센서 장치(Sensing Device)없이 사용되는 장 을 

갖고 있다. 향후 가의 NFC Chip을 사용하여 모바일 헬

스 어 시스템을 확장하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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