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건강함



글로벌트렌드: mHEALTH-기술

통계회사 “Statista” 에 따르면
m-Health 시장은 2014 년
약 10.97 억 달러 규모이며
2018 년에는 32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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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m-health 시장의 규모



2014년mHEALTH프로젝트에서전세계에
배포된서비스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

m-health 추적자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시장에서 활용되어진 활동중

보건 시스템이 30%에 이릅니다. 

프로젝트의 18%는 질병의 예방,

15%는 의료작업을 돕기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환자

그 다음으로 환자 모니터링 14%, 

건강 개선을 위한 솔루션 9%

솔루션9%다음의

상태를 ,진단(9%)및

치료(6%)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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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모니터링

혈당측정기수면의 질을 모니터링

시계 GPS 추적자디지털 체중계

"스마트"기기에
표시되는 의약품과

흡입기

스포츠 장비에 내장된 앱연결된 혈압 모니터링

피트니스.-트레그(심박수
감시자,보수계,스마트폰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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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기대에충족할수있는모바일장치

PWC의하여조사 :

10년 이상 이와 같은 웨어러블

장치를 기대하는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

비만대처에대한활용기술의

확실한방법을안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 개선 계획

56%

46%

42%



당신이 원하는 효과에서 당신의 건강까지?

에너지 음료

신체 활동니코틴

약이나영양보충제항공편

커피



테스트종류

시간은 3 분이 소요됩니다. 
주파수의 테스트는 1 인
이상에서 1 시간 20 분
거리에 있습니다.

17 개의기관과 시스템
당신의 건강,영양,물리적인
활동,스트레스 수준 및
영향의 유해 요소를
검사합니다.

손목에 착용하여 테스트하거나
컴퓨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반적인 건강
• 감정 상태
• 17 기관과몸시스템

온 가족을위한
테스트입니다. 결과는
개인 사용자 프로필에
측정되어 저장됩니다.

창자 갑상샘췌장간장 위장

심장과 혈관면역계스트레스
수준

피곤
수준

노이로제
수준

폐장기관지목정강이, 흉추골과 요추골등뼈의
부문

신장 부신 방광 자궁 전립선



가정의건강함

어떻게테스트하니까?

ROFES – 테스트방법이전기침술

방법에근거한다.

ROFES 왼쪽손목에있는생물학적활성
점의MC-7 에서정보를생산한다.

ROFES 건강한사람의유기체성격상원기에

비교한다.



건강 수준색평가

건강 수준의 색평가

5 우수한

4 고상한

3 중도

2 낮은

1 분만족한



어떻게 rofogramma 보인다

기관과시스템

면역계
심장시스템



왜중요합니까

ROFES 사랑하는사람들의
기능의상태강검할수있다

ROFES육체및정서적인과로
정하고작업의능률을올리기

도와주다

사용에쉽

일반적인몸의상태그리고
감정적인상태 3 분동안알수

있다

당신의먹는영양보충제의효과
모니터링할수있다

유용한및균형식생활이
선택하기도와주다

ROFES 당신에게건강에나쁜
습관, 생태학및다른원인을

어떻게유기체에영향을미치기
보인다

스포츠의효과성검사할수있고
최적운동선택할수있다



응용프로그램

건강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촉진

테스트 처럼 추가진단
방법

집단적방책모든 가족
상태의
모니타링



개발의전망

수험자위해컨설턴트와
추천장에대해정보블록있다

추가적인 프로그램 단위:
체질량지수의계산, 맥박계분해, 

혈압의 일기와 등.

데이터 보관
수출/수입 데이터
수험자의추가테이터

i

큰숫자수험자들와쉽게하는작업통지: 
반복되는테스터에대한통지, 치료과장
종료에대한통지, 클라이언트의셋팅.



3분동안
제품의효과성에대한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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