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 � 1

휴먼헬스디지털테크놀로지 시대에서 운동과학의 역할

이호성1,2 PhD

¹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운동의과학과,�²단국대학교�부설�메디스포츠연구소�

The Role of Exercise Science in Human Health Digital Technology Era
Ho-Seong Lee1,2 PhD
¹Department of Kinesiologic Medical Science, Dankook University, Cheonan; ²Institute of Medical-Sport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IT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고 새

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일상 생활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휴먼헬스디지털테크놀로지(human health digital technol-

ogy)는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platform),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

(mobile) 및 ICBM* 등을 다루는 산업분야로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

료 ICT 기술이 융합된 종합 서비스이다[1]. 또한, 휴먼헬스디지털테크

놀로지는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및 서비스(service)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분야는 개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웨어러블(wearable)과 디바이스

(device) 장비가 포함된다[2]. 개인이 소유한 웨어러블 및 디바이스를 통

해 얻어진 개인 데이터는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중심의 건강관

리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제품 및 응용분야는 혈당 측정기, 심전도, 

혈압 및 체성분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는 의료, 영양, 운동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서비스 영역은 하드웨

어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및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Fig. 1). 즉, 휴먼헬스디지털테크놀로지는 

각각의 분야들의 융합으로 일상생활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얻어진 개

인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의료기관 및 건강관리 기업이 활

용해서 소비자에게 의료, 영양 및 운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인에게 

자문하고 치료해주는 구조이며, 헬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대상

으로 디지털테크놀로지 장비를 이용하여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디지털 툴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Fig. 

2). 

최근 휴먼헬스디지털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센서의 개발 및 보급으로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일상 데이터의 종류가 확장되고 있으며 칼로

리, 걸음 수, 걸음걸이, 심박도, 심전도, 수면 및 체지방 등의 일상 데이

터인 라이프 로그(life log)를 포함하여 혈당, 혈압, 혈중 산소 농도 등의 

의료 데이터(medical data)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3]. 즉, 휴먼헬스

디지털테크놀로지는 정보 통신 기술과 보건 의료를 연결해서 예방, 진

단, 치료 및 사후 관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그 활용성에 대한 제고가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수술 단계에 이르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술 단계에 이르지 않

게 예방적 차원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보다는 수술 전인 범주에 있는 환자들로 인해 예방

적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이다[4]. 따라서 과거에

는 기기 및 의료 소모품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과거 기록 및 증거 

기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웨어러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증거 기반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플랫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추후에

는 로봇, 인공지능 및 AR을 활용한 의료 솔루션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으며 진단,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의 패

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별 수집 가능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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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개인별 측정된 건강관련 데이터는 전

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다 방향의 피드백이 이루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피드백은 개인

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개개인의 질환과 몸 상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운동 전문가는 디지털테크놀로지 

장비에 입력된 개인의 신체 상태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게 필요한 운동 

종류와 빈도 및 강도를 설정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휴먼헬스디지털테크놀로지의 시장은 통신환경 개선(5G)으로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 운영

시간 감소 및 로봇 수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휴먼헬스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스마트

폰, IoT 기반 웨어러블 및 디바이스와 함께 시장 성장기에 접어든 상황

이며,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Fig. 2. Service flow of human health digital technology.

Fig. 1. Schematic diagram of human health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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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문 업

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ICT 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운동

과학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운동과학자들의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

해 휴먼헬스디지털테크놀로지에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ICBM: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한 후 클라우드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며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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