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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주변의 변화와 단상 

 

Ⅱ. 웰니스융합 신산업의 제안 배경 

 

Ⅲ. 웰니스융합 시스템 개념과 특징 

 

Ⅳ. 웰니스 시스템 관련 정부 정책 동향 

 

Ⅴ. 웰니스 시스템 사업화 전략 제언 



2 * 출처 :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김문조, 2013. 9 

진보로서의 문명관 : 계몽사상가 – 자연상태의 야만성 극복 

퇴행으로서의 문명관 : 자연주의자 – 자연 질서의 타락이나 억압 

과정으로서의 문명관 : 새로운 ‘결합태’로의 진화과정 

미분화-분화-탈분화 단계를 단위로 한 문명관(패러다임으로서의 문명), 
“일순간의 경관인 동시에 여정” 

 융합문명론 

(농업문명기) (산업문명기) (융합문명기) 



3 * 출처 :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김문조, 2013. 9 

 미분화문명 단계 - 농업문명기 

유목적 생활 양식이 정주적 생활 양식으로 교체 

새로운 생산수단 획득으로 정착지나 경작지가 생기고, 마을이 형성됨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근대사상과 

새로운 동력원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상호 작용 

 분화문명 단계 – 산업문명기  

*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국가 브랜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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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 탈산업사회론, 소비사회론, 정보사회론, 포스트포디즘, 등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 

개방성과 그에 동반한 복잡성, 부정형성, 비예측성, 돌발성, 우연성 등을 속성으로 

하는 대안적 문명 양식 

* 산업문명 양식 : 확정적 인과율이 지배, 과학기술의 도구적 사용, 정확히 계산되고  

  측정되는 물질세계, 예측 가능한 미래, 확실한 경계 구분 등을 특징으로 함 

시공간의 변형, 지식의 통섭, 분할된 부분들 간의 경계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명적 경관이 현시 

 탈분화문명 단계 – 융합문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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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문명의 결정적 요인 : 정보혁명을 계기로 산업주의 패러다임(물질노동이 

가치로 직결)이 유효성 상실 

→ 교환가치로서의 희소성을 대변하게 된 정보지식이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시대(상품가치: 생산수단에서 투여된 노동시간→ 해당 과정에  

   투여된 정보의 양) 

디지털기술의 확산 : 융합이 기술분야 전반에 본격화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술, 인지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면적 융합 

→ 기술차원을 넘어 조직, 산업, 제도, 문화, 의식 등의 영역으로 파급,  

    융합문명 패러다임 가속화 

 탈분화문명 단계 – 융합문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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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혁명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 

시장환경 

주요가치 

산업육성전략 

경쟁력 원천 

산업구조 

협업구조 

R&D 초점 

Industrial & 
Manufacturing 

•안정적, 공급자 중심 •경쟁적, 수요자 중심 

•재품 및 서비스  •수요자의 경험 및 가치 

•Catch- up 전략, 속도(첨단) •글로벌 선도전략, 창조, 창의(스마트) 

•설비, 자금 등 요소투입 

•생산성, 품질, 가격 

•지식, 인력 등 무형자산 

•수요자 가치만족, 감동 

•제조업 중심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 

•제조업+서비스업 동반 발전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 완화 
     서비스 융합형 제조업 등장 
•대규모 서비스 네트워크 출현 

•가치사슬 내 단방향 협업 •복합적 가치사슬 기반의 
                쌍방향 공동 비즈니스 

•성능과 공정기술, 생산성  •디지털 문화 
•콘텐츠 및 서비스를 통한 가치 

요소투입형 경제구조 
기업 생산성 중심의 혁신형 구조 

지식/혁신주도형 경제구조 
(창의성 기반 생태계 경쟁력 중심) 

Knowledge &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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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의 시대 진입에 따른 정보 산업의 변화 

초창기 정보 공급자 : 국가, 기관, 언론 등이 부를 독점 

 → 인터넷 환경에서의 변화 : 접속 인프라 제공 기업, 영향력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개인 출현   

기계산업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산업 

자동차 제조업 → ‘움직이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자동차 산업의 진화 

산업혁명 이후 ····· 노동자수 줄이지 않음 

                        체력보다는 손기술, 협동, 통찰력, 창의력 요구 

로봇 등 자동화 설비 도입 ·····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옴 

 노동의 내용과 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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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창조경제인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고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창출되는 경제 

성장동력이 멈춰서고 있는 한국경제 
상상력, 창의성 

창의적 인재양성 

과학기술/ICT 
기반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출처: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웰니스 IT산업 생태계 구축, 전자신문, 2013, pp16~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8A%A4%EB%A7%88%EC%9D%BC&source=images&cd=&cad=rja&docid=l1r8cHqZSFFY4M&tbnid=YoWPWQahxFguJM:&ved=0CAUQjRw&url=http://www.manbong.com/mart7/mall.php?cat=013001003&ei=vzFiUeeSB-mQiQeitYHACw&bvm=bv.44770516,d.aGc&psig=AFQjCNEipC5zuVodqXusGZrAfFFNWwUcXw&ust=13654761344699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8A%A4%EB%A7%88%EC%9D%BC&source=images&cd=&cad=rja&docid=l1r8cHqZSFFY4M&tbnid=YoWPWQahxFguJM:&ved=0CAUQjRw&url=http://www.manbong.com/mart7/mall.php?cat=013001003&ei=vzFiUeeSB-mQiQeitYHACw&bvm=bv.44770516,d.aGc&psig=AFQjCNEipC5zuVodqXusGZrAfFFNWwUcXw&ust=13654761344699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8A%A4%EB%A7%88%EC%9D%BC&source=images&cd=&cad=rja&docid=l1r8cHqZSFFY4M&tbnid=YoWPWQahxFguJM:&ved=0CAUQjRw&url=http://www.manbong.com/mart7/mall.php?cat=013001003&ei=vzFiUeeSB-mQiQeitYHACw&bvm=bv.44770516,d.aGc&psig=AFQjCNEipC5zuVodqXusGZrAfFFNWwUcXw&ust=13654761344699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red+right&source=images&cd=&cad=rja&docid=MNPabVV9WXTntM&tbnid=b3VttLg8czzIwM:&ved=0CAUQjRw&url=http://www.ticketexpunge.com/&ei=dS9iUfXuI5CfiAfQsoDYBA&bvm=bv.44770516,d.aGc&psig=AFQjCNEd5PLYnoKfV0f0yngwD2gYOE7V4A&ust=13654755535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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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의 태동 배경과 과제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과학기술 

미래창조과학부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ICT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
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 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지원-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투자확대 

국민행복기술 

출처: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웰니스 IT산업 생태계 구축, 전자신문, 2013, pp16~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8A%A4%EB%A7%88%EC%9D%BC&source=images&cd=&cad=rja&docid=l1r8cHqZSFFY4M&tbnid=YoWPWQahxFguJM:&ved=0CAUQjRw&url=http://www.manbong.com/mart7/mall.php?cat=013001003&ei=vzFiUeeSB-mQiQeitYHACw&bvm=bv.44770516,d.aGc&psig=AFQjCNEipC5zuVodqXusGZrAfFFNWwUcXw&ust=13654761344699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8A%A4%EB%A7%88%EC%9D%BC&source=images&cd=&cad=rja&docid=l1r8cHqZSFFY4M&tbnid=YoWPWQahxFguJM:&ved=0CAUQjRw&url=http://www.manbong.com/mart7/mall.php?cat=013001003&ei=vzFiUeeSB-mQiQeitYHACw&bvm=bv.44770516,d.aGc&psig=AFQjCNEipC5zuVodqXusGZrAfFFNWwUcXw&ust=13654761344699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8A%A4%EB%A7%88%EC%9D%BC&source=images&cd=&cad=rja&docid=l1r8cHqZSFFY4M&tbnid=YoWPWQahxFguJM:&ved=0CAUQjRw&url=http://www.manbong.com/mart7/mall.php?cat=013001003&ei=vzFiUeeSB-mQiQeitYHACw&bvm=bv.44770516,d.aGc&psig=AFQjCNEipC5zuVodqXusGZrAfFFNWwUcXw&ust=13654761344699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8A%A4%EB%A7%88%EC%9D%BC&source=images&cd=&cad=rja&docid=l1r8cHqZSFFY4M&tbnid=YoWPWQahxFguJM:&ved=0CAUQjRw&url=http://www.manbong.com/mart7/mall.php?cat=013001003&ei=vzFiUeeSB-mQiQeitYHACw&bvm=bv.44770516,d.aGc&psig=AFQjCNEipC5zuVodqXusGZrAfFFNWwUcXw&ust=136547613446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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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와 구현을 위한 ICT의 역할(ICT생태계 환경변화) 

개방과 협력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 경쟁과 협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 생태계 내에 존재 

 집단 지성이 정보 및 서비스  
   생산의 경쟁원천으로 작용 

* 애플: App유통플랫폼 
  구글: 오픈소스 정책 

참여와 공유 

＊멀티모달 UI/UX, 증강현실, 오감활용 
 이용자 편리성 강화 

 기기간 연결성 확대에 따른 
   공유형 서비스 확대 

 소셜 커머스, 소셜 미디어 등 
   참여형 서비스 활성화 

생산 

소비 유통 

플랫폼 기반 동기화 
 경쟁력의 원천으로 ‘플랫폼’부각 

 Apple, Google, MS 등 
   플랫폼 3강 체제 

 플랫폼 기반의  
  One-source Multi-use 환경 

* 네트워크 중심 연결형 서비스 
   플랫폼 기반 동기형 서비스 

출처: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웰니스 IT산업 생태계 구축, 전자신문, 2013, pp16~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A0%95%EC%9C%A1%EB%A9%B4%EC%B2%B4&source=images&cd=&cad=rja&docid=2ngOJHzO0_96bM&tbnid=2wLa2ldNmrTNIM:&ved=0CAUQjRw&url=http://www.viesso.com/by-brand/gus-modern/stainless-steel-cube-end-table.html&ei=0TRiUd3yAcPIiAe__oCoCQ&bvm=bv.44770516,d.aGc&psig=AFQjCNEbHSS9vRECbrOYwwmmUKAbi6LPJA&ust=136547691967006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A0%95%EC%9C%A1%EB%A9%B4%EC%B2%B4&source=images&cd=&cad=rja&docid=2ngOJHzO0_96bM&tbnid=2wLa2ldNmrTNIM:&ved=0CAUQjRw&url=http://www.viesso.com/by-brand/gus-modern/stainless-steel-cube-end-table.html&ei=0TRiUd3yAcPIiAe__oCoCQ&bvm=bv.44770516,d.aGc&psig=AFQjCNEbHSS9vRECbrOYwwmmUKAbi6LPJA&ust=136547691967006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A0%95%EC%9C%A1%EB%A9%B4%EC%B2%B4&source=images&cd=&cad=rja&docid=2ngOJHzO0_96bM&tbnid=2wLa2ldNmrTNIM:&ved=0CAUQjRw&url=http://www.viesso.com/by-brand/gus-modern/stainless-steel-cube-end-table.html&ei=0TRiUd3yAcPIiAe__oCoCQ&bvm=bv.44770516,d.aGc&psig=AFQjCNEbHSS9vRECbrOYwwmmUKAbi6LPJA&ust=136547691967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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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보건 영역 

- 의료 중심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공급자 중심 의료서비스 

*수요자 중심 건강서비스 

웰니스 시스템 

-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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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산업의 메가트렌드와 IT·의료서비스 융복합 기회(삼성경제연구소, 2011) 



13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재정리 

u-Health 관련 사업의 유형 

Wellness 

기관 개인 

Illness 

모바일 원격관리 

위치추적 서비스 

홈 원격관리 

실버타운 건강관리 

모바일 처방전 

홈&모바일 헬스케어 群 

병원정보/예약관리 

병⋅의원간 원격진료 

의료 스마트카드 

모바일 병원 

u-Hospital 群 

카운셀러 화상상담 

모바일 스트레스 관리 

맞춤형 비만 관리 

u-Fitness 

모바일 생활습관 관리 

웰니스 群 

맞춤형 운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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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니스(융합) 산업의 영역 

u-Health 산업 육성전략은 전통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IT 융합 상용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모색 

웰니스융합 신산업 창출전략은 건강인의 삶의 질 관련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맞춤 

   의료서비스/의료기기/의약품 

u-Silver 

      웰니스  
         서비스/제품 

 
 u-Wellness 

* 셀프케어 
u-Medical 

보건/의료산업 
웰니스산업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10) 

보건산업정책 
(시장대응) 

융합신산업정책 
(시장창출) 

*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48 



15 

 정부정책 과정 

웰
니

스
관

련
 관

심
과

 활
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National Wellness 
Institute 

2007 1977 2010 2012 

• 웰니스융합 신산업 발전전략 

   (웰니스융합 신산업을 생활건강,     

   생활공간, 웰니스엔터테인먼트로 구분) 

• 웰니스시스템 개념 

• 웰니스기기 연구팀 

(인간에게 건강 생활 실천을 

돕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구) 

• 웰니스에 대한 개념 

Global Innovation R&D 

Forum 2012 개최 

Wellness 

pleasant  
atmosphere 

Health 
management 

 & Fitness 

Environment 

Sports/ 
Leisure 

Physical 
Interface 

Human 

 건강오정법(五正法) 

• 정동(正動) : 운동습관의 생활화 
• 정심(正心) : 긍정적 사고/스트레스 관리 
• 정식(正食) : 바르게 먹기 
• 정식(正息) : 복식호흡/심폐운동 
• 정면(正眠) : 쾌적한 수면  

[참고] 웰니스 산업화 발굴의 틀 – 건강오정법 
(’05년, 웰니스융합연구그룹 설립 당시 제안) 

 건강오정법(五正法) 

• 정동(正動) : 운동습관의 생활화 
• 정심(正心) : 긍정적 사고/스트레스 관리 
• 정식(正食) : 바르게 먹기 
• 정식(正息) : 복식호흡/심폐운동 
• 정면(正眠) : 쾌적한 수면  

[참고] 웰니스 산업화 발굴의 틀 – 건강오정법 
(’05년, 웰니스융합연구그룹 설립 당시 제안) 

Wellness 

pleasant  
atmosphere 

Health 
management 

 & Fitness 

Environment 

Sports/ 
Leisure 

Physical 
Interfac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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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니스융합 신산업 등장배경 

글로벌 메가트렌드 (전자신문 미래기술센터) 

• 사회/인구 구조변화(저출산, 고령화) 
• 기술변화(스마트화, 가상현실) 
• 환경/기후 변화(자원고갈, 환경재해) 
• 경제/산업구조 변화(소프트산업 강세, 글로벌 아웃소싱) 
• 문화/삶의 변화(건강, 소비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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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니스융합 시스템 정의 및 산업구분 

Well-Aging 

Health Management in Daily Life 

Physical Fitness & Exercise  

건강관리 분야 
(Healthy & Satisfactory Lifestyle) 

•  개인의 체력 증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 

Space Indoor Air/water quality  
Sanitation, etc. 

Furniture, Lightning 
Living appliances 

Interior 

Cloth Apparel & Fashion 
Wearable Informatics 

생활환경관리 분야 

Human 

(Safe & Convenient Living) 

• 편리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Emotional Entertainment 

Outdoor Sports 

여가활동관리 분야 

SporTainments 

•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정신, 감성적   
가치를 지향하는 체험활동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Behavior modification,  
Home-care, etc. 

(Self-Directed Involvement) 

* 분야별 산업규모: 건강관리분야 28.4조원, 생활환경관리분야 32.5조원, 여가활동관리분야 14.9조원(출처 :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2012)        
* 총 산업규모 : 75.9조원 
* 해외 규모 : 1.9조 달러 (출처: SRI International,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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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전문지식/경험 사례  

• 운동역학 
• 생리학 

• 영양학 등 

•물리학 
• 게임심리학 
• 운동역학 등 

•뇌과학 

• 휴대용 단말기와 웹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일상활동 모니터링 

•스포츠와 피트니스 게임 
• 뉴로피드백게임을 이용한 

집중력 대결 게임 

http://mindwareforum.com/2011/12/10-great-gifts-personal-growth.html/mind-flex-dual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cnet.com/products/fitbit-force/&ei=E56sVLKUHsLdmAWQh4HgBQ&bvm=bv.83134100,d.dGY&psig=AFQjCNF8WIKtrfZVX8GkIOX7XMy1-DBbrg&ust=142068519636144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fitbit.com/one&ei=QZ6sVNbUIcK8mwWQwYKQBg&bvm=bv.83134100,d.dGY&psig=AFQjCNF8WIKtrfZVX8GkIOX7XMy1-DBbrg&ust=14206851963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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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전문지식/경험 정보 응용개발  

•한의학 
•영양학 등   

•사상체질진단기 

• 유전학 
• 바이오공학 등 

• 의학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akomnews.com/mm/subpage/detail.php?uid=90749&code=A001&page=/mm/news/all.php&ei=op-sVJwr5dyYBe6hgqAP&bvm=bv.83134100,d.dGY&psig=AFQjCNGUH24h-vydL-wYFWHCkkP20okllA&ust=142068547528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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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분야 서비스 플랫폼 구성요소와 신시장 창출 사례 

센서/측정 Index Contents 서비스 특징 

 
 

 
 신발/손목착용형 

활동량 수집 센서 

모바일(앱), 웹서비스로 
언제든지 자기정보 관리 

Apple사 플랫폼 활용 
활동량 관리 

맞춤형 트레이닝 
목표/수행한 운동량을 
그래픽화하여 제공 

SNS를 이용한 
경쟁/상담서비스 

가슴스트랩식 심박수 수집계, 
속도계 

자가 관리용(시계형) 
유산소운동량 관리 
자전거 주행기록 

우수한 심박수 측정 장치
(HW)를 기반으로 한 

가치복합체 운동기구와의 호환(통신) 
- 심박수를 기구로 전달 

체력검사, 운동이력관리,  
트레이닝, 코스분석 등 

BodyAge(건강나이), Running 
Index(오래달리기능력지수)  등 

운동기구, 활동량계,  혈압계 등 
FitLinxx 호환장비 

유무산소 운동량을 음식/동물 등과 
비교/제공(Weight lifted : 코끼리의 3배) 

운동정보기록,   
활동량 기반 자가 관리 

FitLinxx 솔루션을 도입한 
운동시설 또는 장비에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정보 접근환경 제공 

웹기반으로 언제든지 자기
정보 접근/관리 

아거스  

자체 센서 없음 
(오픈API 기반으로 기존의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불러들임) 

식습관, 운동습관 등 생활습관에 
대한 평가지수 

기존에 존재하는 센서별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서 
보여주는 포털의 역할 

모바일 앱 기반으로 건강
관리 포털서비스 제공 

SNS를 이용한 공유/경쟁 
서비스 

아거스에 연동되지 않는 
센서와 서비스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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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장 창출 사례_ 용품 제조사 중심 기업생태계 구축 

Polar Electro 
핵심 사업영역 

Receiver 모듈 공급 
“Polar Compatibility” 

* $3,000$5,000 

대규모 시장사업자 협력 
- 아디다스, LifeFitness 등 

사용자 커뮤니티 지원 
- 사이클 동호회 등 특화제품 

• 심박계 분야 세계 1위 사업자 
• 단일 디바이스로 연 2.5억$ 매출 

Polar의 경쟁력 

세계 최고수준의 
측정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생활건강 정보서비스 
생태계 중추기관 역할 

Catch-up 전략 
생체신호 측정기술 

R&D 투자 
인터페이스 차별화 

생활건강 정보서비스 
생태계 중추기관 역할 

<기존 관점> 

<기업생태계 관점> 

    50여 개의 기능 Option 
 

- UKK연구소 및 3rd party 
- Index 개발 원동력: 대규모 사용자 집단 

전문가 집단 대규모 후원 
<유럽스포츠과학회(E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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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장 창출 사례_ 용품 제조사 중심 기업생태계 구축 

손목착용형  활동량 수집 센서 

센서 전용신발 

일반신발에 센서 결착 

Fuel bend 

iPod 

iPone 

Bend & PC 

운동량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의 운동 문화를 선도 

개인취향과 니즈에 대응하여 다양한 센서와  단말기의 조합을 지속적으로 출시 

전세계  700만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플랫폼 사업 추진   

소비자 개인취향을 

고려해  

센서와 서비스의 

다양한 조합을  

제공 

디스플레이  및 서비스 

전세계 700만명의  

운동데이터 축적을 통해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 

 생태계 형성 

제조업 
정보플랫폼 사업자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2Q5ClfN09xSe-M&tbnid=3bRGgubkFdFpAM:&ved=0CAUQjRw&url=http://dus2.egloos.com/313140&ei=TTQ0UpaCGuuQiQeauIHoDg&bvm=bv.52164340,d.aGc&psig=AFQjCNFqyHyrh1ZMPTbYKCH52swuHaGe1Q&ust=137923918432668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AXAGtHQdLURfnM&tbnid=W_-Kxep4SUFzAM:&ved=0CAUQjRw&url=http://www.expansys.co.kr/zoompic.aspx?i=238407&ei=ozQ0Uu7uJqiBiQed44DQAQ&bvm=bv.52164340,d.aGc&psig=AFQjCNEitW2IQ15Ysts3GGWDRCmWSQMshQ&ust=137923945126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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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장 창출 사례_Solution 공급자 중심 기업생태계 구축사례 

FitLinxx 솔루션이 도입된 운동시설 또는 장비에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정보 접근환경 제공 

Business Partners 

Vendors 

Wellness Solution Hub 
(ex. Fitl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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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장 창출 사례_ 서비스 공급자 중심 기업생태계 구축사례 

모든 건강관련 센싱정보가 
아거스로 연동 

Jawbone 

fitbit 

Fuel bend 

아주미오(Azumio)社의 건강관리 포털서비스 
오픈 API로 기존의 건강관련 센서의 정보를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일생 동안의 건강관리 포털역할 수행 (다양한 센서를 교체하더라도 일관된 서비스 유지) 

bodymedia 

Hapi fork 

음식섭취 기록 

Lifetime 
건강포털 

SNS 

트레이너 

http://a4.mzstatic.com/us/r30/Purple/v4/e1/7c/3a/e17c3a54-acbd-477d-6a89-70651df59e97/screen1136x1136.jpeg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1mTJl12KosjhsM&tbnid=TkBXLT5KDWArRM:&ved=0CAUQjRw&url=http://ketia.1step.co.kr/bbs_shop/scrap_cyworld.php?board_code=sub5_1&idx=3821&ei=olo0UrHuGeS8iAfYsICQDw&bvm=bv.52164340,d.aGc&psig=AFQjCNFayfbl0gn4rQlFXz4GVat4ZSt0Iw&ust=137924917486845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x6_vPGMDJK1uPM&tbnid=uHz0y1cy-uXgYM:&ved=0CAUQjRw&url=http://ojhh2o.tistory.com/201&ei=_1w0UrW7OsihiAeq9oGIAw&psig=AFQjCNG4EmTg8A39VfOIF9JCre3ZmQfTYA&ust=137924945527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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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니스융합 산업 

• I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영역 확대 

 - 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기존서비스 확대 

(MD/의료기관과 이성적 근거기준의 환자와의 서비스 체계) 

 

• 건강과 삶의 질 관련 소비자 요구가치 실현 

 - 높은 수준의 삶의 질 향유 ⇒ 신산업 창출 

    (감성적 가치 기준에 의한 개인의 선택) 

MD 
의료기관 

Home 
Care 

원격 
의료 

요양/ 
재활 

건강 
검진 예방 

만성질환 
관리 

잠재적 질환자 

만성 
질환자 

고령자 
(Disabled) 

100세 시대 

학교 

직장 

주거공간 

이동공간 

쇼핑 
문화/ 
스포츠 

휴양/ 
여행 

병원 

종교 

• 일상생활공간 
Intellectual wellness 

Occupational wellness 

• 선택적 참여공간 
Social wellness 

Spiritual wellness 

• 라이프스타일 실현 
Physical wellness 
 Emotion wellness 

 헬스케어 산업 (의료서비스 중심)  웰니스융합 산업(생활습관개선 서비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ziHvYOC6H8WeM&tbnid=8lFNxWUmII37PM:&ved=0CAUQjRw&url=http://mranthonysutton.wordpress.com/2012/12/04/timeline-example-of-stages-in-human-life/&ei=QGw0Uo2GDYeGiQfW04CYBQ&bvm=bv.52164340,d.aGc&psig=AFQjCNGFUnv02NNYjPb2_dfw0S66cIQHOA&ust=1379253667467973


26 * 출처 : 전자신문,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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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발전포럼: 산업 현장(기업)에서부터 융합문화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글로벌 헬스케어’, ‘스마트 안전’, ‘스마트 수송’ 분과를 운영 

• 웰니스융합포럼 창립: 웰니스산업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 장애요인 극복방안 도출 및  
    각계 전문가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도출 

(1)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수행: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 

• 웰니스 IT협회 창립: 국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고자 다품목소량생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단법인 웰니스IT산업 협회 창립 

• 스포츠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14~2018)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융복합 기반 스포츠산업 신가치 창출｣ 비전 수립 

(3)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비전 2018 : 100세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손에 닿는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 :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 육성 

• 13개 산업 엔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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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시스템 산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자율주행 자동차 

•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 국민 안전‧건강 로봇 

•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에너지 산업 

• 탄소소재 

•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 생체모사 디바이스 

• 가상훈련 시스템 

•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 직류 송배전시스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14. 2, P. 5 

▪ 10년 이상 장기 추진으로 민간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투자방향 제시 

▪ 융합(제조업+IT․신기술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新산업생태계 창출 

▪ 연관 중소․중견기업 및 기반산업(소재․부품, 뿌리산업, 임베디드 SW 등) 발전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화”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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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9대 
전략산업 

(Grown Engine) 

주력산업 고도화 

• 5G 이동통신 

• Subsea 해양플랜트 

• 스마트카 

미래신시장 선점 

• 인텔리전트 로봇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실감형 콘텐츠 

복지·산업 동반육성 

• 맞춤형 웰니스 케어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 신재생 에너지 Hybrid 시스템 

4대 
기반산업 
(platform) 

지속성장 
기반조성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 출처 : 국민소득 4만불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토론회, 2014. 2, P. 10 

창조적 성장, 융합형 성장, 동반 성장 

 미래창조과학부 :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 



30 

 보건복지부 :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_HEALTH 전략 

* 출처 :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2014. 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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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획득 문제)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을 위한 휴대용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이 미충족된 상태 

 일반인이 사용하여도 정확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검사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공 필요 
* 일상생활 중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류와 같이 실생활에서 신체에 착용되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체신호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 개발 

 

(범용 플랫폼 부재) 그간 사업별 개별 플랫폼 개발로 인해 데이터 통합 및 플랫폼 연계에 
필요한 표준화 미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 개발 필요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수준에 未도달 

* 출처 :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전략-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2014. 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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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부족) 다수의 건강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의 質에 
대한 신뢰도 부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 
* 세계 최고수준의 규모와 신뢰도를 갖춘 국민건강 및 의료정보를 공공자산으로 구축하고 있음에도,  

   혁신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제도적 장치 부재 

 

(비즈니스 모델 부재) 사용자 동기부여 모델 및 지불 유발 서비스 및 컨텐츠 부재 

 사용자 니즈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 필요 
* 사용자의 지불의사금액 조사결과 18,393원인데 비해, 서비스 공급자들의 손익분기점은 약 5~6만원대로  

  차이 발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수준에 未도달 

* 출처 :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전략-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2014. 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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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필요성)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주도의 시범사업 지원 필요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검증 및 시장에서 유효한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 자발적 
산업 생태계 창출 유도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재) 서비스 및 관련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부재로 
시장 활성화 제약 

 건강관리 서비스 적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 
* KS 서비스 표준 또는 ISO 서비스 인증 등 수준에 상응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융합 제품 및 서비스 표준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서비스 인증제도, 서비스 인력 인정제도 등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 부족 

* 출처 :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전략-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2014. 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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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족) 現의료법 하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 이외의 서비스 제공 불가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범위, 제공 주체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진입 유도 
 

(의료정보 공유불가)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개인의 건강정보 통합․관리 어려움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동의 하에 의료정보를 전송․통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범부처 협력 필요) 중복사업 방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보건의료 정책 개발,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한 법․제도 미비 

* 출처 :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전략-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2014. 9, P. 24 



35 

 웰니스융합 서비스 특성 이해(핵심요소 1) 

특수 목적 
프로그램 

여가/레저 
서비스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 

한방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질병 
(의료기관) 

미병 
(한방,건강관리기관) 

건강 
(건강관리기관) 

질병 
진단/치료 건강검진 

엘리트 훈련 
(훈련센터) 

질환자 
관리 

서비스 
확대 

웰니스 서비스 영역 

한방(대체의료)서비스 영역 

의료 서비스 영역 

엘리트 스포츠 
(특수 전문 기능인 등) 

? 
? 

감성적 요인/선택 기준 

(본능/무의식, 상대적 수용성) 

이성적 근거/판단 기준 

(안전성, 유효성 절대적 서비스) 

감동/도전 

미병 
진단/치료 

스포츠융합 
콘텐츠 

스포츠융합 
서비스 

Copyright ⓒ 2014 by Wellness Technology R&D Center, KITECH 

스포츠 활동 <신체건강관련 서비스 분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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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니스 시스템 사업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핵심요소 2)  

의료 기반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이성적, 일방적) 

- 의료 주체, 범위 책임 소재 

- 의료정보 활용, 개인정보 보호 

- 관련 제도적 제한 

- 의료계, 산업계, 일반시민단체 간 

견해차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 수요 지향적인 R&D 필요 

- 소비자의 인지 및 수용성 중요 

- 임상 유효성과 사회 경제적 

가치 사슬 

• 축적된 경험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 조기 정착 
• 신규사업영역 발굴 및 참여(기존 사업 확장과는 차별화) 

생활속에서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감성적, 선택적)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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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연구, 개별 사업체, 
이익집단간 견해차, 
비즈니스모델 부재 

- 사회 · 문화적 기반을 고려하고  

요소기술, 전문지식과 정보체계가  

갖춰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생태계 

• 소비자 환경 기반 제품과 서비스 설계  
• 시장 생태계 차원에서 현황 분석 
• 가치 사슬과 비즈니스모델 검증작업 

시장 중심의  
플랫폼 기반의 기업생태계 

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 

 사업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핵심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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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플랫폼 기반 기업 생태계) 중소/벤처/창조기업의 혁신역량 수용, 전문연구집단 지식과 경험 활용의 장 

   - (생태계 선순환 동력) 기업 생태계의 각각의 구성요소가 선순환 동력원이 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완성 

웰니스 
정보단말 

웰니스 
정보단말 

웰니스 용품/시설 

웰니스 서비스 
웰니스 서비스 
정보제공/ 

시설운영 서비스 

웰니스활동/개인정보 

DB, 전문지식 제공 

웰니스활동/ 
개인기록체계 

웰니스활동/ 
개인기록DB 

솔루션 

검증된 Index 정보화된 전문지식 

Ind
ex 

Ind
ex Ind

ex 

Ind
ex 

개인화, 
익명화 

웰
니

스
활

동
 지

식
정

보
 체

계
 

 
Database 

웰니스활동 정보 플랫폼 

Index 
전문 
지식

(모듈) 

시장  
유통  
정보 

- 일상생활 웰니스활동   

- 건강레저 및 참여스포츠 

웰니스기반기술 
 

전문경험/지식 
 

  - 정보 수집 
  - 인덱스∙지식모듈화 
  - 임상/검증 

 사업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핵심요소 4) 

• 정보장터기반조성→ 웰니스활동 정보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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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정보단말 

웰니스 
정보단말 

웰니스 용품/시설 

웰니스 서비스 
웰니스 서비스 
정보제공/ 

시설운영 서비스 

웰니스활동/개인정보 

DB, 전문지식 제공 

웰니스활동/ 
개인기록체계 

웰니스활동/ 
개인기록DB 

솔루션 

검증된 Index 정보화된 전문지식 

Ind
ex 

Ind
ex Ind

ex 

Ind
ex 

개인화, 
익명화 

웰
니

스
활

동
 지

식
정

보
 체

계
 

 
Database 

웰니스활동 정보 플랫폼 

Index 
전문 
지식

(모듈) 

시장  
유통  
정보 

- 일상생활 웰니스활동   

- 건강레저 및 참여스포츠 

웰니스기반기술 
 

전문경험/지식 
 

  - 정보 수집 
  - 인덱스∙지식모듈화 
  - 임상/검증 

 웰니스융합 미래 신산업 구성 예시 

Wearable Devices / IoT 

UI 
Big Data 

Value, Context Based Service 

  Smart Contents    Experience &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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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15, LG전자 안승권 CTO, 생체신호분석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를  

가전제품과 연결해 신체건강과 생활환경까지 관리하도록 돕는 ‘웰니스 플랫폼’ 가동 

* 출처 : [CES2015]삼성LG, 미래 성장동력 ‘IoT’ 시장선점 ‘가속 패달’,전자신문,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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