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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물통신 및 빅데이터와 같은 ICT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금 

시대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라고 불리고 있으며,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스마트폰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전자제품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등 다른 기술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다른 웨어러블 기기를 접목시킨 헬스케어 산업도 최근 

각광받는 기술분야 중 하나로서 이미 많은 건강관리 제품들이 가지각색의 

모양의 플랫폼을 통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스포츠, 웰빙 

등을 목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하는 사용자수가 늘고 있으며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적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사물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선된 UX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현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능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ICT기술 실태 조사를 통해 각자의 

핵심 기능을 분석, 분류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일상 생활 속 적당량의 

운동관리와 식이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장단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꾸준한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서비스 기준과 UI/UX디자인을 

제안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상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논문 주제에 대한 개념을 다진 뒤에 사례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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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를 거쳐 UI/UX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택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연구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용어의 뜻을 정리한다. 제 2장에서는 최신 ICT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분야에 대한 세부 개념을 이해한다. ICT기술은 

사물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빅데이터의 정의를 이해한 

후 각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유형은 

오프라인, 온라인, 유비쿼터스, 모바일의 네 가지로 분류해 실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 

3장에서는 동기부여의 이론과 방법을 이해하고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생활관리, 운동관리, 식이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동기부여의 방법으로서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성, 목표달성을 통한 긍정적 효과, 그리고 기능성 게임을 제안한다. 

덧붙여 앞서 발굴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상황 인지형 라이프로깅과 개선된 정보 시각화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8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작품 

연구를 다룬다. 서비스 컨셉 및 방향과 사용 정의를 소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추론한다. UI/UX 디자인 설계를 

통해 핵심이 되는 인터페이스와 주요 인터랙션 요소를 다루고 실제 GUI 

비주얼을 디자인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를 다룬다. 

 

이 연구를 통해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사용자 경험 개선을 기대하며, 향후 실현될 사용자 중심의 사물통신 

환경에서의 스마트 헬스케어 UX 디자인의 기준 제안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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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디지털 혁명과 함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로 링크되는 유비쿼터스 세상의 모습은  

<아일랜드>, <아이언맨>, <스타 트렉> 시리즈 등 SF영화의 단골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영화 속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꿈꾸는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세계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서로 선도자(first mover)와 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경쟁을 반복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ICT기술을 발전시키고 현실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라고 불리며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울타리를 넘고 다른 전자제품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더 확장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전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으로서 하드웨어가 넘쳐나게 됐을 

때에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콘텐츠가 중요하다.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 고령화 및 독신주의화에 

따라 증대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수요이다.   

 

최근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전체인구의 7.2%를 기록하며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이 수치는 2017년에 14%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평균수명 100세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일생의 1/10에 

해당하는 약 8년의 기간을 질병에 시달리며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일상 생활 속 질병 예방 관리와 맞춤 치료 등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졌다. 노인실태조사 결과 88.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1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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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 고령층이 

소진하는 진료비는 201년말에 16.4조원으로 전체 인구 진료비의 약 

35.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높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1] 한국인 평균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건 노인들 뿐만이 아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일반인들, 비만 청소년, 흡연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직장인 등의 준 

질환 환자들 역시 체계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운동관리와 

생활습관교정이 필요하다.   

 

최근 의학계에서 비타민D의 결핍이 골절뿐만 아니라 암, 심혈간질환, 

당뇨병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비타민D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헬스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실내 생활을 더 많이 하는 20대에서 30대의 사무직 여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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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가 부족하다고 한다.2  비타민D 충당을 위해선 20분정도 실외에서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버섯 등을 먹고 영양제를 

섭취할 것을 추천했다.  

최근 한국에는 살찌는 게 두려운 섭식장애 20대 여성이 남성의 9배라고 

한다. 섭식장애는 음식 섭취와 관련된 이상행동과 생각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 신경성 과식증(폭식증) 등이 있다. 

섭식장애의 원인은 뇌의 이상으로 인한 생물학적 요인,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향 및 심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공기 중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가 일으키는 두통, 폐 질환, 눈 충혈, 

기관지염 등의 심각성에대한인지도를 높이고 스스로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외출 후 옷 먼지를 터는 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예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개인이 실천하기에는 다수의 난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용과 몸매유지에 관심이 많은 30대 이상의 여성은 자신에게 최적의 

식단을 알고 싶지만 지식이 부족하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고 싶지만 

혼자서 꾸준히 실천하기 어렵다. 헬스장을 다닌다고 하였을 때에도 헬스장 

등록비 및 개인 코칭 요금이 비싸서 부담스럽다. 현대의 인도어형 

직장인은 평소 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휴일에는 야외활동을 

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해소하거나 집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쉬는 경향이 늘고 있다. 

 

                                            
2 이금숙 기자. 『20~30대 女·사무직, 비타민D 부족 심각』. 「헬스조선」,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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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헬스케어는 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개념이었지만,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재는 질병의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미용목적 또는 질병예방 목적에서 오는 운동에 대환 

관심과 운동 동호인의 증가는 운동 관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생체정보를 이용한 건강관리 융복합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생활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 및 관리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및 산업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먼저 현재 제공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능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ICT기술 실태 조사를 통해 

각자의 핵심 기능을 분석, 분류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로 일상 생활 속 적당량의 운동관리와 

식이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장단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꾸준한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서비스 기준과 애플리케이션 UI/UX디자인을 

제안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상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연구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용어의 뜻을 정리한다.  

 

제 2장에서는 최신 ICT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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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세부 개념을 이해한다. ICT기술은 사물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빅데이터의 정의를 이해한 후 각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유형은 오프라인, 온라인, 

유비쿼터스, 모바일의 네 가지로 분류해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 3장에서는 동기부여의 이론과 방법을 이해하고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생활관리, 운동관리, 식이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동기부여의 방법으로서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성, 목표달성을 통한 긍정적 효과, 그리고 기능성 

게임을 제안한다. 또한, 앞서 발굴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상황 인지형 라이프로깅과 개선된 정보 시각화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8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실제 작품 연구를 다룬다. 서비스 컨셉 및 방향과 사용 

정의를 소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추론한다. UI/UX 디자인 설계를 통해 핵심이 되는 인터페이스와 주요 

인터랙션 요소를 다루고 실제 GUI 비주얼을 디자인한다. 디자인된 앱은 

기능 사용 흐름을 보여주는 다섯 개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다루는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를 다룬다.  

 

 



 

 7 

 
[그림 2]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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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리 
 

 

1) 동기부여  

‘동기부여’ 혹은 ‘동기유발’을 의미하는 ‘motivation’은 라틴어 

‘movere’에서 파생되었으며 그 어원은 ‘움직인다’(to move)로서 

사람을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하고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움직이는 

힘, 혹은 방향을 지어주고 유도하는 힘 등을 말한다. 

 

2) 퍼베이시브 (Pervasive)  

사전적 의미로는 “퍼지는, 널리 미치는; 스며드는”으로 해석이 된다. 

퍼베이시브 컴퓨팅은 PC의 핵심 기능이 다른 종류의 기기에도 스며든다는 

개념으로서 사용자가 PC를 인식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더 작고 

강력하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액세스가 가능한 

환경이 목표이다.  

퍼베이시브와 유비쿼터스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다루어진다.  

 

3) 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연결된(connected) 환경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4개 개념으로는 첫째, 끊임 없는 연결 

둘째,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셋째, 컴퓨팅 기능이 탑재된 사물, 넷째, 

의미론적 상황인지 동작이 있다.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단어로는 둘러싸듯이 

있는(ambien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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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스케어 (Healthcare) 

건강(Health)과 보살핌, 보호(Care)의 합성어로서 의료, 제약, 운동 등 

건강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를 뜻한다.  

 

5) 빅데이터 (Big data) 

빅데이터는 단순히 용량이 커다란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유사개념으로 Machine To 

Machine(M2M) 라고 불리는 사물통신이 있다.   

 

7) UX디자인 

UX디자인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의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GUI)와 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User eXperience)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시각적 요소와 정보 아키텍쳐, 상호작용을 모두 

고민하는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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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CT기술 응용 현황  
 

 

2-1-1.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는 사물에 센서와 액츄에이터(actuator)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상호 소통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유의어로는 인터넷에 연결된 것이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공간으로 확장된 사물통신(Internet of Everything, IoE)이 있다. 

1990년대에 World Wide Web의 탄생으로 PC가 인터넷에 연결된 이래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휴대폰과 태블릿이 연결되는 세상이 되었고 

이제는 PC를 중심으로 자동차, 운동기구, 공장 로봇, 자판기 등 무수한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인텔(Intel)은 2010년에는 50억 개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었고 2014년 현재에는 15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되어있으며 더 나아가 2020년에는 310억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 

40억명의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  사물통신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다음의 세가지로 압축된다. 

 

 

[그림 3] IoT의 3대 핵심 기술 

 

 

                                            
3 Intel (2013). “The Internet of Things: Every Device That Connects Us.” 

http://www.intel.co.uk/internetof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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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싱  

스마트폰에는 주변의 밝기를 인지하는 조도센서, 소리를 입력 받는 마이크, 

위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A-GPS,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증력가속센서 

등이 탑재되어있다. IoT 제품들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통해 감지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용된다. 

때문에 제품의 용도에 맞고 정교한 동작이 가능한 센서가 탑재되어야 

한다.   

 

2) 통신 인프라  

센서를 통해 입력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때 필요한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통신 인프라이다. 직접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WiFi, 3G, 4G LTE 등의 통신 모듈이 탑재되고, 스마트폰 등의 컴퓨팅 

기기에 연결될 때에는 블루투스, RFID, 지그비(AizBee), WiFi Direct등의 

근거리 네트워크가 이용된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속도와 절전, 통신비용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물통신을 

위한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다. 4  2014년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디지털 

유럽’ 계획을 위해 5G 기술을 앞장서 개발해 2025년까지 1000억파운드의 

경제 유발효과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 

지역 내 로밍비용을 점차 없애겠다고 역설하며 IoT 분야 R&D에 대한 

혁신적인 태도를 부각시켰을 만큼 전세계가 통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3) 서비스 인터페이스  

핸드폰, TV, 냉장고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듯이 

                                            
4 김지현 (2013).『포스트 스마트폰, 경계의 붕괴』서울:고양위즈덤하우스. 

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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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 역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려면 UI/UX로 승부하게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사용자가 별도의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즉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어야 하고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사물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에 접목된 사례로는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헬스 등이 있다.  

 

 

[그림 4] 삼성 스마트홈 컨셉 이미지5 

 

-스마트홈  

스마트홈은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주택이다. 국내 기업 삼성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 서버를 사용해 냉장고, TV, 세탁기, 청소기, 

                                            
5 출처: [CES 2014] 삼성전자, CES서 '삼성 스마트홈' 닻 올린다 (2014년 1월 6일) 

 http://samsungtomorrow.com/ces-2014-삼성전자-ces서-삼성-스마트홈-닻-올린다 

http://samsungtomorrow.com/ces-2014-삼성전자-ces서-삼성-스마트홈-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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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및 그 외의 가전제품을 모바일 기기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통합 

플랫폼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근길 자택에 도착하기 전에 

자사의 스마트폰 갤럭시나 스마트와치 갤럭시 기어의 앱을 사용해 집 

안의 에어컨, 조명 등을 미리 작동시킬 수 있다. 집 밖에서 로봇청소기를 

작동하거나 충전하고 귀가시간에 맞춰서 세탁이 끝나게 하는 등 삶을 한 

층 쉽고 스무즈하게 한다. 또한 TV 시청 중에 리모컨에 ‘굿나잇’이라고 

말하면 TV와 에어컨이 꺼지고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취침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이용하여 실내조명과 냉난방같은 

가전제품의 작동을 필요에 따라 제어하고 에너지 관리와 보안을 개선한다. 

이러한 스마트홈이 보편화된 미래는 유비쿼터스 시티(u-city)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히타치는 변기에 센서와 감지기능 기기 및 종합감시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룹홈-케어시스템을 실시중이다.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토토의 

스마트 변기는 소변검사를 통해 체내 성분, 스트레스 지수, 혈중당도 등을 

체크할 수 있다.  

 

 

[그림 5] 일본 히타치 그룹 홈 케어와 토토의 스마트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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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웨어러블  
 

웨어러블 컴퓨터 (wearable computer),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포함한 웨어러블의 형태 종류는 

안경, 목걸이, 귀걸이, 반지, 손목밴드, 손목시계, 의복, 벨트, 양말, 신발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현재 가장 많은 형태는 손목에 차는 형태인 

스마트워치(smart watch)와 스마트밴드가 있다.  

 

 

[그림 6]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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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양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웨어러블 기술은 스마트기기를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능력을 보완하는 데에 

주로 목적을 둔다. 최근은 생체정보 측정 모듈 위주로 연구 개발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웨어러블의 형태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몸에 직접 붙이는 어태쳐블 

(attachable)에서 사람의 체내로 삼킬 수 있는 이터블 (eatable)로까지 발전할 

것이다.  

 

-삼성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  

휴대성과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춘 갤럭시 기어와 기어 2 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와 연동되도록 만든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이다. 

스마트 밴드인 기어핏은 삼성 자체 개발 OS 인 타이젠을 탑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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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버튼을 제외하면 물리적인 버튼이 없다.  

 

 

[그림 8] 갤럭시 기어 UI 디자인 

 

착용시 피부에 닿는 면에 심박수 측정 센서가 탑재되어 일상생활 속 

그리고 운동시의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탑재 

기능으로는 알림, 연락처, 최근 통화 기록, 문제 메시지 (수신 확인 전용), 

카메라 촬영, 음악 재생, 걷기 & 달리기 모니터링이 있다. 사용 제스처는 

탭과 스와이프 단 두가지 뿐이며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바로 사용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고 최소한의 인터랙션만을 요구한다. 사용자들은 제품의 

가격대가 높은 것과 앱의 종류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 바이오 셔츠  

전반적으로 스마트 의류는 체중, 심장 박동, 임산부 자궁 변화 측정 등이 

가능하여 의료, 군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바이어셔츠는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센서와 

측정된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분석 모듈이 의복과 결합된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 시스템이다. 이 셔츠는 심박수,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무선으로 건강검진센터와 개인 단말기에 전송하기 때문에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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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기록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거나 홀몸 노인들의 

응급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쓰인다. 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군사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군사용 바이오 셔츠는 

군인들의 위치와 신체상태를 확인하거나 적외선 센서를 피하기 위한 

위장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 구글 스마트 콘택트 렌즈 

구글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다.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해주는 콘택트 렌즈로써 렌즈에 부착된 매우 얇은 포도당 

센서가 눈물의 포도당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혈당 수치를 알려준다.  

 

 

[그림 9] 구글 스마트 콘택트 렌즈 

 

 

이 기술은 당뇨병 환자들을 따가운 바늘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줌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암시(night vision), 동공 움직임을 활용한 UX 경험을 접목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 스스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자파스 

바이오패치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전자파스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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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공학부에서 개발되었다. 반창고처럼 얇은 이 전자 파스는 

나노박막센서로 파킨슨병, 간질 등 운동 장애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측정 

결과를 비휘발성 저장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여 

피부에 약물을 투여한다.6  

 

[그림 10] 전자 파스 부착 모습7 

 

- 바이오패치  

라파엘 A. 매나(2014)는 바이오패치 솔루션은 몸에 입는 센서로서 환자나 

운동선수에게 유선 허브를 연결하지 않고도 생리학, 인지적 매개변수를 

연속적, 반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준다며, 생리기능과 

인지기능을 둘 다 임상 환경 밖에서 장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면 

혁신적인 보건관리 솔루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래 [표 1]은 

바이오패치가 측정 가능한 여러 가지 생리적 매개변수를 포함한 일반적인 

헬스 피트니스 센서 솔루션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준다. 

 

 

                                            
6 이문영 (2014년 4월1일). 세계최초,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는’전자파스’ 개발.  

http://bizion.mk.co.kr/bbs/board.php?bo_table=tech&wr_id=102  
7 출처: http://www.nature.com 

http://bizion.mk.co.kr/bbs/board.php?bo_table=tech&wr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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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인 헬스피트니스 센서 솔루션8 

 

 

센서의 정보 인식 및 측정이 정확해질수록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센서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을 둘러싼 환경 속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2-1-3.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까지 이르는데 그저 대용량의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9으로 정의하며, 

빅데이터 기술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내고 가치를 추출하는 

                                            
8 출처 : Rafael A. Mena, “Bio-patch Solutions for health and fitness: Why low-power 

design is imperative.” Texas Instruments,Inc. 

http://www.ti.com/ww/kr/article/2014/EP&C_03.html (2014년 3월 접속) 

 
9 James Manyika & Michael Chui,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년 5월) 

일반적인 헬스피트니스 센서 솔루션 

범위 심실 크기, 근육 수축, 팔다리 부피 변화, 장 수축 

속도 호흡, 혈류, 심박동, 아펙스 임펄스 

압력 혈압, 안압, 뇌압, 방광압 

힘 심근, 교합력, 뼈, 혈액 점성력 

온도 구강, 직장, 피부, 내장, 고막 

생체전기 심장, 근육, 안구, 위장, 신경말단, 피부 

화학적 구성요소 K, Na, Cl, Ca, O2, CO2, NH2, H2, Li 

생물적 구성요소 젖산, 혈당, 단백질, 콜레스테린, 향원, 호르몬 

http://www.ti.com/ww/kr/article/2014/EP&C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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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의미가 있다. 미국 IT분야의 시장 조사 및 연구 컨설팅 업체 

가트너(Gartner, Inc.)는 빅데이터를 데이터의 규모(Volume),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Variety),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의 속도(Velocity)의 세가지 특징을 

이용하여 ‘3V’로 정의했다. 10  이 ‘3V’모델을 기준으로 덧붙여 빅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에 주목한 특징인 가치(Value) 가 추가되어 아래 

[그림 11]처럼 ‘4V’로 정의된다. 더 나아가 IBM은 데이터의 

진실성(Veracity)을, 브라이언 홉킨스(Brian Hopkins)는 데이터의 

가변성(Variability)을 추가하여 각각 ‘4V’를 재차 정의하기도 했다. 

 

 

[그림 11] 빅데이터의 네 가지 특징 

 

데이코 산업연구소가 뽑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의 새로운 

부가가치 세 가지 중 국민 맞춤형 선제적 공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듯이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면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Conn Stamford, “Garnet Says Solving ‘Big Data’ Challenge Involves More Than Just 

Managing Volumes of Data.” Gartner, (2011년 6월 27일).  

http://www.gartner.com/newsroom/id/17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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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의 새로운 부가가치11 

 

- 질병 예측 서비스  

잘 알려진 최초의 예측 서비스 중 하나로서 구글 검색 데이터 집계와 

분석을 통해 전 세계 독감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구글 독감 

트렌드12가 있다.  

 

 

[그림 13] 구글 독감 트렌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 과제로서 국내 

의료계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트렌드와 유사한 

                                            
11 빅데이터 관련시장 실태와 전망, 데이코 산업연구소 (2013) 
12 http://www.google.org/flu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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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서 예측형 질병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형데이터와 SNS등을 통해 수집한 비정형데이터를 연계해 

‘질병 위험 예측 모델링’, ‘질병 위험 추세 예측’, ‘질병 위험 예보 생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서비스가 그것이다.13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한 예측 기술을 사용하여 임상기록, 연구기록, 

수가기록, 관리기록, DNA자료 등에서 나온 빅데이터가 치료 중심의 

서비스, 질병 판단 및 관리 위주의 서비스, 그리고 개인 맞춤 서비스 등을 

통해 더 최적화된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솔루션   

해외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은 빠른 일 처리와 정확한 판단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대표 사례다. 왓슨은 최근 미국 

전국의 몇몇 병원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왓슨은 60만 건의 의학적 증거, 암 연구 분야의 임상 

결과와 의료 저널 42건 200만 페이지 분량의 정보와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 단 몇 초 만에 지난 수십 년간 암 치료를 받은 환자 150만 명의 의학 

기록과 결과를 처리해 의료진에게 치료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왓슨은 전자 서열 데이터를 이용해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을 도와 맞춤화된 의료를 가능케 

할 것이다. 

 

 

                                            
13 임유경 기자.『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의료비 절감 해법』.zdnet.co.kr.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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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방범  

미국 로스엔젤레스 경찰국(LAPD)는 빅데이터를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측방범(Predictive Policing: PredPol)에 사용한다. 사건 발생 

빈도와 범죄자 행동양식 관련 데이터를 반영해 만들어진 이 예측방법은 

범죄유형과 위치, 시간 등을 정확히 예상하여 적절한 시간대에 경찰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차량도난사건이 많은 곳으로 순찰을 

가서 절도차량을 발견하고 2차범죄를 막는 등 실시간 범죄 예방 활동을 

돕고 있다. 덕분에 LA 내 예측방범 시범지역의 침해사건이 12% 줄고 

절도사건률이 26%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재산범죄가 13%나 감소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측의 신뢰성과 실용도를 증명한 사례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주변 환경이 사용자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기억해서 주변 상황을 사용자에 맞춰 바꿔주는 개인맞춤형 

세상을 보여준다. 동공인식으로 사용자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구매내역, 

방문기록, 의료기록, 취향 등을 조회하여 맞춤화된 광고를 보여주거나 

쇼핑몰에서의 구매의사결정을 돕는 식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면 그 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컨텍스트(context)14를 이해하고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안전, 국민복지, 과학기술, 산업지원, 

국가경제, 국가인프라 부문에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 

맞춤형 선제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미래 전략을 짜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전자와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 증진 관련 개발은 이미 

한국이 다른 OECD국가들보다 2년정도 뒤쳐져있어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14 사용자 컨텍스트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행동 및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용자 경험을 고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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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헬스케어 서비스 유형 
 

 

2-2-1. 오프라인 헬스케어  
 

 

헬스케어 콘텐츠의 유형을 오프라인 헬스케어, 온라인 헬스케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사례조사를 

통하여 콘텐츠를 살펴본 후,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오프라인 헬스케어 유형으로는 주로 개인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Personal) 건강관리가 있다. 다양한 오프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군을 [표2]에 요약했다. 15 

 

 [표 2] Personal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관련 직업 

시설 직업 

병원, 보건소 의사, 의사 보조자, 검안사, 치과 보조자, 자연치료 

의사, 물리치료사, 수술 기사, 임상 데이터 매니저, 

예술 치료사, 음악 치료사, 컬러 치료사 등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트레이너, 건강 증진 전문가, 메디컬 에스

테티션  

식당 영양관리사, 웰니스 코디네이터  

체육시설 수영 코치, 태권도 유단자 

실버타운, u-아파트 가정방문 건강 관리사, 보건 조언자  

 

오프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병원, 

개인에게 알맞은 운동방법을 코칭해주는 트레이너가 있는 피트니스 센터, 

영양관리사가 식단을 관리해주는 학교 혹은 직장의 식당, 보건교육사가 

있는 보건소 등이 있다. 국내 기업 SK가 임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직장 

                                            
15 ‘의료서비스 산업의 미래 일자리 트렌드와 전망’ 보건산업 브리핑 Vol. 64,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13.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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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관리 서비스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찾아가고, 허리가 아프면 전문 물리치료사를 

찾아가 치료받을 수 있듯이 사용자가 직접 전문가와 만나 면담을 통해 

니즈(needs)를 정확히 전달하고 알맞은 처방과 사후 관리를 제공받기 

때문에 정확성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다. 오프라인 헬스케어를 

이용할 때의 문제점으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지속성 

문제, 시설 이용비 등의 경제적 비용 부담, 교통 수단 확보 여부, 

시설까지의 이동에 낭비되는 시간 등이 있다. 이들은 인근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주기적으로 우편물(direct mail)을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자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정확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2-2. 온라인 헬스케어  
 

 

온라인 헬스케어 유형으로는 정부기관 및 각종 협회의 웹사이트, NGO, 

NPO, 포탈사이트,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TV 뉴스 및 신문, 온라인 동영상 

강좌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종합건강 정보와 

질병 정보 등 다양한 보건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 16 을 

운영하고 있다.  헬스케어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대표적인 신문사로는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가 있다. 조선일보는 온·오프라인을 병합해 

‘헬스조선’ 월간잡지와 인터넷 사이트 17 를 통해 질병 정보와 병·의원 

소개, 뷰티, 다이어트, 피트니스, 식품, 건강기기 등의 건강 관련 정보와 

                                            
16 http://health.mw.go.kr 
17 http://health.chosun.com 

http://health.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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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제공한다. 헬스조선닷컴의 구독층 연령대는 주로 20~30대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웹사이트 18 는 ‘의학정보’ 와 ‘웹진’코너에서 

자기진단 서비스, 의학백과사전, 종합질병정보, 의료기기정보 등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19  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건강정보’ 코너를 운영중이며 의료진들이 직접 

베스트닥터 블로그를 운영하며 건강강좌 소식을 업데이트한다. 오프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생략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다. 위의 서비스들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지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 웹사이트 자체의 사용성 문제와 접근성 문제도 부각된다.  

 

 

2-2-3.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유비쿼터스(Ubiquitous) 헬스케어 혹은 u헬스케어는 현재 급성장중인 기술 

분야로서 20 , 정보통신기술이 의료와 접목되어 환자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를 

                                            
18 http://snuh.org/pub 
19 http://sev.iseverance.com 
20 메디스타트에 따르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2010년 4.5억달러, 2020년 6.3조달

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국내 u-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0년 3조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11조원으로 연평균 1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한 해외 기업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GE), 지멘스

(Siemens), 필립스(Philips)등이 있고 국내 기업으로는 2010년 지식경제부가 헬스케

어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

가한 LG컨소시엄과 SK텔레콤 컨소시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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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21  u헬스케어는 가정, 

직장, 차, 야외 등의 장소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이 가능한 라이프 레코더(life 

recorder) 22 를 통해 질병의 사후 치료가 아닌 건강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예방이 가능토록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건강 진단 또는 치료 기능을 가진 스마트 센서의 

개발과 활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 TV, 변기, 욕조, 침대 등의 

커다란 가구들로부터 칫솔, 컵, 체중계 등의 작은 생활용품이나 

속옷에까지 센서를 탑재시키는 것이다.  

 

u헬스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e헬스(eHealth)가 있다. e헬스가 시민, 환자, 

보건의료기관, IT기업, 솔루션 업체 사이에서 전자적으로 보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면, u-헬스는 이들을 포괄하는 물리적 공간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디지털 공간을 연결하여 사용자의 삶과 

진료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u-헬스케어 사례로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SK텔레콤이 함께 

서비스하는 헬스커넥트, 삼성 실버타운, 비트컴퓨터 원격진료 솔루션, 

드림맘, 유라클 원격진단이 있으며 잘 알려진 해외 사례로는 미국에서 

2백만 명 이상의 펜실베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가이징어 보건 

시스템(Geisinger Health System)이 있다.  

 

 

                                            
21 김선엽. (2010). 스마트케어, U헬스, 헬스케어기기 시장 실태와 사업전략. 서울: 

데이코산업연구소  
22 일상생활 중 개인의 활동과 생물학적 데이터를 끊임없이 측정, 기록해주는 휴

대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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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을 가진 소형 컴퓨터라 볼 수 있다. 최근은 더 

강력한 프로세서, 풍부한 메모리, 큰 화면, 개방형 OS체제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많이 볼 수 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인구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앱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오늘날까지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수십억 개의 앱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자사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제공되는 앱이 100만개 (그 중 iPad전용 

47만5천개)를 돌파한 것을 발표했고, 같은 시기 구글 플레이(Google 

Play)는 약 87만개의 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도 2017년에는 약 44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2010)의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는 평균 

86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도, 대중교통,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케줄관리, 개인정보를 다루는 생산성에 관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유료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KT경제경영연구소가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3시간 39분이며 그 중에서도 20대가 하루 평균 4시간 

41분으로 가장 길었다고 한다. 이어 1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길며, 주로 출ᆞ퇴근 및 등ᆞ하교를 포함한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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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헬스케어 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앱 

 

 

스마트 모바일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가장 큰 소비부분을 차지하는 게임과 

소셜 네트워킹 외에 교육, 뉴스, 사진 및 비디오, 생산성,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등이 있다. 건강 및 피트니스 카테고리의 앱들은 

만보기, 달리기 기록, 자전거타기 기록, 등산 기록, 다이어트 일기, 여성 

생리주기관리, 요가 동영상, 다이어트식단 레시피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헬스케어 관련 기능들로 구성되어있다. 24시간 

스마트폰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한 기능이 한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하고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발적으로 찾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는 추세이다. 

 

운동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어왔다. 

주로 운동 방법이나 건강상식 등을 공유하는 정보제공형, 신체측정정보를 

저장하고 그 수치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유지관리형을 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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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앞으로는 기능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고 운동관리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식이관리, 생활습관, 질병예방 등 건강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와 유지관리기능을 제공하는 토탈 헬스케어 앱이 주목 받을 것이다. 

 

다음 사례조사는 아이폰용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용 구글플레이의 상위 

랭킹에 속하는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에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이미 

다수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으며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선정한 것이다. 

앱을 실제로 사용한 후 기능, 사용성, 사용경험, 디자인, 그 외 특징을 

살펴보았다. 현재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첫째 피트니스, 

둘째 다이어트, 셋째 일상관리의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1) 피트비트 (Fitbit) 

 

[그림 15] 피트비트 애플리케이션 UI 

 

카테고리: 피트니스 & 다이어트  

기능 설명: 피트비트 앱은 웨어러블 액세서리인 피트비트 트래커 및 

Wifi 스마트 체중계와 연결되어 저장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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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니터링: 사용자의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활동적 시간(분) 등 

하루 활동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한다. 음식 섭취 기록, 체중 기록, 수면 

활동 기록을 통해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피드백: 사용자의 기록에 대해 ‘활동량을 늘리세요. 더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몸무게를 관리하세요. 숙면을 취하세요. 동기를 부여 

받으세요’등의 간단한 코멘트를 준다. 가족 및 친구들과 경쟁하고 

서로의 통계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리더보드, 알림과 뱃지로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디자인: 세워진 목표에 대해 어느 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진도를 

확인하고 이해하기 쉬운 미니멀리즘한 차트와 그래프를 제공한다.  

 

2) 런타스틱 (Runtastic) 

 

[그림 16] 런타스틱 애플리케이션 UI 

 

카테고리: 피트니스  

기능 설명: 스마트폰 내장 GPS를 이용한 개인 트래킹 애플리케이션으로 

달리기, 자전거 및 야외활동을 기록한다.   

모니터링: 실시간 이동 경로가 그려지는 지도를 보며 시간, 거리, 속도, 

페이스, 칼로리, 고도 등의 세부 과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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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구글 지도를 사용하여 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그려내고 지난 

세션의 지도들을 모아서 선호하는 코스를 비교해보거나 개인 운동 

다이어리 제작이 가능하다.  

피드백: 음성으로 시작, 끝의 알림 및 천천히, 더 빨리 등의 조언을 

해준다.  

디자인: 깔끔하고 직설적인 UI로 실시간 달리기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그래프와 차트 또한 선 그래프, 면 그래프, 파이차트 등 

통계 파악에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제공된다.   

 

3) 나이키+ 러닝 (Nike+ Running) 

 

[그림 17] 나이키+ 러닝 애플리케이션 UI 

 

카테고리: 피트니스  

기능 설명: 나이키 퓨얼, 나이키 퓨얼밴드와 연동하는 앱이다. 러닝 

기록을 측정하여 다양한 레이스에 도전하고 개인 최고 기록 갱신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니터링: GPS, 가속도계, 러닝 거리, 속도, 시간을 측정하여 산길, 

러닝머신, 도로 등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음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35 

특징: 자신의 러닝 맵을 기록하고 SNS에 공유하여 친구들과 비교 및 

선의의 경쟁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이키 플러스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과제를 완수하고 리더보드에 올라 성취감을 이끌어낸다.  

디자인: 기능은 사용하기 쉽게 구성되어있으나 심미적인 면에서 조금 

투박한 느낌이 든다. 

 

4) 스트라바 (Strava) 

 

[그림 18] 스트라바 애플리케이션 UI 

 

카테고리: 피트니스  

기능 설명: 달리기와 자전거타기의 모니터링 및 기록을 하는 앱이다.  

특징: 운동량이 많은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SNS의 성격을 

강하게 띈다.  

피드백: 시즌 별 혹은 월별 이벤트성을 띈 도전 과제가 개최되고 거기에 

도전하여 랭킹을 가린다. 참가자와 상위권자에게는 특별한 뱃지가 

주어진다.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달성뱃지로 채워서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하는가 또는 리더보드에서의 경쟁으로 참여를 사용자의 끌어올리고 

동기부여를 한다.  

디자인: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추되 하이드와 오버레이를 많이 사용하여 

작은 스마트폰 화면 내의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한 UI디자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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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눔 다이어트 코치 (Noom Diet Coach)  

 

[그림 19] 눔 다이어트 코치 애플리케이션 UI 

 

카테고리: 다이어트  

기능 설명: 다이어트 코칭 앱으로서 섭취 음식, 운동, 키, 몸무게를 

기록하고 목표로 하는 몸무게와 스케쥴의 난이도를 설정하면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눔이 제안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식이조절이 아닌 

식이변경이다. 먹는 양은 같게 하고 먹는 종류를 고단백질에서 채소류로 

바꾸는 방식이다. 또한 매일 몸무게를 기록하고 목표 달성률을 그래프로 

보여주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한다. 음식 기록 방법은 음식 이름을 

검색하고 섭취량을 ½ 개, 1개, 2개 단위의 버튼을 바로 터치하여 

흐르듯이 자연스러우며 쉽고 빠른 기록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여백공간을 잘 활용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없애서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플랫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징: 운동을 하면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 양을 늘려준다. 비슷한 

성향으로 구성된 그룹 멤버들과 함께 다이어트 팁을 공유하고 SNS에 

자신의 성취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앱의 메인 목표는 하루 음식 

섭취와 운동량을 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식사 내역 기록을 환기시키는 알림을 띄우며, 하루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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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연일 기록 성공 여부를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자주 칭찬해준다.  

 

 

2-3. 문제점 발굴 및 정리 
 

 

앞서 조사한 사례의 실사용 분석을 통해 현재 만류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사용자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했다. 사용자가 헬스케어와 운동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불편하게 느낀 점, 추가 업데이트를 원하는 

기능,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혼자서 꾸준히 하기 어렵다. 

 쉽게 흥미를 잃는다. 

 며칠에 걸쳐 변화한 모습을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다. 

 스마트폰에서의 정보 입력 및 활동 기록 방법이 번거롭다.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알림이 싫다. 

 내게 필요한 운동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식단 조절에 있어 다이어트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피트니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 

 잘 하고 있는지 판정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습득하고 싶다. 

 잔소리가 아닌 격려를 듣고 싶다. 

 전문 비서처럼 챙겨주는 서비스를 원한다.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  

 실천한 운동을 소셜 네트워킹으로 자랑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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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 목록처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묶은 다음 

[그림 20]의 표로 정리했다.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동기부여 콘텐츠, 사회적 콘텐츠, 재미요소 

부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건강관리 관련 전문지침 

제공 기능 미비, 무차별적인 정보의 범람  

 시각적 데이터 정보 전달성 낮음, 사용자의 시각적 이해능력 낮음, 

헬스케어 실천을 통한 before/after 변화 모습 알아보기 어려움 

 정보의 입력이 번거로움,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푸시함  

 

 

[그림 20]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문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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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의 부재였다. 다이어트 앱 사용자들이 앱의 꾸준한 사용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보 입력의 번거로움에 있다.  Noom Diet 코치, 

다이어트 일기, 등의 앱은 대부분 음식섭취 내역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앱을 기동시켜서 시간을 선택하고 수만 가지의 음식메뉴 

목록에서 이름을 찾아 선택하고 섭취량을 어림짐작으로 측정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매번 식사시간마다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단조롭게 운동량과 섭취 칼로리의 기록 및 조회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앱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앱은 넘쳐나지만 기록의 바로 앞 

단계에서 사용자가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운동 관련 지식이나 

식이 관련 지식을 함께 제공하는 앱은 적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헬스케어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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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헬스케어를 위한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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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기부여의 이해  
 

 

3-1-1. 동기부여의 정의 
 

 

‘동기부여’ 혹은 ‘동기유발’을 의미하는 ‘motivation’은 라틴어 

‘movere’에서 파생되었으며 그 어원은 ‘움직인다’(to move)로서 

사람을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하고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움직이는 

힘, 혹은 방향을 지어주고 유도하는 힘 등을 말한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심리과정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연구되어왔으며 지금은 몇 세기에 걸쳐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다듬어놓은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대게 동기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여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기를 논할 때에는 올바른 행동의 방향과 

행동하게 만드는 힘(force)의 강도 그리고 지속성에 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인 동기부여의 구성요인은 [그림 2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동기부여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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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기부여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목표지향적 행동(goal-oriented behavior)이 핵심 요소가 된다. 더 

나아가서 목표지향적 행동으로서의 동기유발에는 행동주체자의 

욕구(목적) 에 더불어 행동 자체에 대해 적당한 피드백과 업적 달성에 

대한 보상 및 혜택이 욕구 충족 및 생산성 증대에 연결된다. 피드백은 

다시 목적으로의 유인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있어서 

대상자가 운동을 지속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관심과 흥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22]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부여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동기부여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종류가 존재한다. 배정훈(2006)은 이 두 가지 동류의 동기부여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림 22] 두 가지 종류의 동기부여23 

 

                                            
23 배정훈, (2006), 『경영 및 인간관리 노하우 동기부여론』. 서울: 형설출판사.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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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재적 모티베이션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모티베이션은 내재적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티베이션으로서 

일을 수행하면서 얻는 성취감, 도전감, 타인에 의한 인정, 만족감, 확신감 

등이 내재적 보상의 대표적 예이고 내재적 모티베이션이란 이러한 

보상들에 의한 노력의 발동상태를 의미한다.  

 

2) 외재적 모티베이션 (extrinsic motivation) 

외재적 모티베이션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티베이션으로서 

일의 외부요인인 직무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급여, 포상, 성과급, 승진정책, 감동 등이 대표적 예이고 외부적 

모티베이션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노력의 활동상태이다.24 

 

따라서 개인이 어떤 외부 보상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목표달성이나 

즐거움을 위해 운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내적으로 동기부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이 실적에 따른 보상의 부재, 금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운동에 대한 참여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동기부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헬스케어와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시대에 운동과 미용에 참가하는 개인들은 대게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동 

참가를 위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이다.  

 

 

 

 

 

                                            
24 배정훈, (2006), 전게서.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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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성취동기이론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아실현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긍지와 존중욕구(esteem needs), 

소속감과 애정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안전욕구(safety needs),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의 다섯 단계로 전개한다.25 1950년대에 

데이비드 맥클랜드(David McCelland)는 매슬로의 자아실현이론에 더불어 

인간의 욕구에 기초한 동기유발론으로서 성취동기이론(Achievement 

Motivation Theory)를 발전시켰다. 성취동기이론은 인간의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친화욕구(혹은 귀속욕구, need for affiliation)와 

권력욕구(need for power)로 구성되며 이들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과는 

다르게 세 욕구가 모두 강하게 나타나 동등한 계층에 존재하거나 서로를 

귀속시킬 수 있다. 맥클랜드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선천적이 아니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인데, 도전해 볼 

만한 의미나 가치를 가진 일에 임할 경우 긍정적인 감정, 즉 성취동기를 

지니게 되는 개인이 있다고 말한다. 26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다음의 

상황들을 선호한다.27 

 

 성취욕구가 큰 사람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탐색하고 스스로 

성과목표를 정하기를 좋아한다.  

 물질적 보상보다는 내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과업을 찾아 

성취하고자 한다.  

                                            
25 Abraham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0), pp.35~47 
26 D.C. McCledlland, J.W. Atkinson, R.A. Clark and E.L. Lowell,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 Appleton Century Crofts, 1953) 
27 배정훈, (2006). 전게서. 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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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설정 시 아주 쉽거나 어려운 목표는 피하며 곤란도와 위험도가 

중간 정도(intermediate)인 목표로서 노력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호한다. 이는 목표 자체가 성취 불가능하면 포기하기 

쉽고 반대로 너무 가능성이 높으면 흥미를 잃게 되기에 목표가 

도전적이지만(challenging) 달성 불가능하지 않을 때(possible) 동기유발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업무수행과 관련, 자기가 얼마나 잘 하고 있으며 또한 잘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선호한다. 즉 

일의 결과를 빨리 알려고 한다.  

 자신을 몰아붙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을 

능가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다.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 사고를 한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헬스케어 관련 운동관리와 식이관리 및 

생활관리에 있어서 성취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방법은 핵심적인 

동기부여 전력이 될 것이다. 성취동기이론에서 나머지 두 욕구 중 

친화욕구는 친교욕구 혹은 귀속욕구로도 불린다. 친화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회적으로 친근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 애정 및 소속감에 대한 욕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욕구를 지녔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위로하며 동시에 

자신이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상호협조적이고 친교적이며 우호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인정을 

받을수록 성과효율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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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욕구이론의 마지막 욕구인 권력욕구는 타인에게 영향력과 통제력을 

끼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데 주요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경쟁자를 이기거나 권위가 많은 직위를 차지하여 

권력과 권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권력욕구는 발달과정을 갖는데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생이 학급의 인기 있는 학우와 단짝이 

되고 싶고 학급에서 반장을 하여 반을 리드하고 싶어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은 자신보다 열세에 놓인 약자를 이끌기도 하고 조직에서 혹은 

조직으로서의 커다란 성공을 이루기 때문에 성취욕구와 귀속욕구가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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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바일 헬스케어를 위한 기준 8P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1.0(전염병 예방)의 시대를 거쳐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에서 3.0(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변모해왔으며, 헬스케어 3.0시대의 4대 키워드는 일상관리화, 개인맞춤화, 

진단과 치료 미세화, 그리고 환자 중심화이다. 28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첫 

번째 키워드인 일상관리화를 생활관리와 운동관리 및 식이관리의 세 

가지르 세분화하고, 두 번째 키워드인 개인맞춤화를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을 통한 개인맞춤화로 재해석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에는 해당되지 않는 세 번째 키워드인 진단과 치료 미세화 대신 

동기부여, 연결된, 재미요소의 세 가지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고, 네번째 

키워드인 환자 중심화를 유지했다. 그리하여 모바일 헬스케어의 필요 

요소로서 네 가지 콘텐츠 (Contents: 서비스 내용)와 네 가지 컨텍스트 

(Contexts: 서비스 방법)를 제시한다. 

 

콘텐츠(Contents): 

• 운동관리(Fitness) 

• 식이관리(Diet) 

• 생활관리(Lifestyle) 

• 교류(Communication) 

 

 

 

                                            
28 최진영 (2011). 헬스케어 3.0시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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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Context): 

• 동기부여(Motivation) 

• 스며드는(Pervasive) 

• 정보(Information) 

• 즐거움 요소(Entertainment) 

 

이 여덟 개의 기준을 사물인터넷 환경 속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알파벳P로 시작하는 여덟 개의 키워드로 

재차 정의한다.  

 

 
[그림 23]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기준 8개 키워드 

 

 

모바일 헬스케어는 개인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개인맞춤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놀이 요소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설득하여 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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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성: Persuasive & Persistent 
 

 

이주연(201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심으로 운동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동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다음 목록과 같다.  

 

•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 기술 향상에 따른 기쁨 때문에  

• 관심 있는 운동의 정보를 볼 수 있어 

• 친구나 동료 간의 우의증진을 위하여 

• 운동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쉽게 사귈 수 있기 때문에  

• 제목을 보면 정보도 궁금해져서 

• 심심할 때 시간 때우기 좋아서29 

 

김영재 (2001)는 운동지속은 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운동에 대한 집착 또는 운동빈도, 운동강도, 그리고 

운동시간 등이 정규적으로 꾸준한 참가를 의미하며 운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라고 말했다. 30  건강유지 외에도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 등으로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에게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을 관리하고 생활습관, 운동 및 식이관리의 

필요성을 자주 환기시켜주기 위한 동기부여이다.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지속적인 운동활동을 가능케 할 수 있다.  

 

 

                                            
29 이주연, (2011), 스마트폰 운동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이용동기, 여가만족 및 

재구매의 관계 
30 김영재.(2001).여가 스포츠 지속행동 모형의 타당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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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미션수행과 목표 달성 : Positive & Productive 
 

 

앞서 살펴본 동기부여의 개념 중 성취욕구의 개인적인 업적을 탐색하고 

이루려는 가치관에 착안하여 헬스케어 관련 미션 제출과 수행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제안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에 따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 생산성으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4] 동기부여 방법 제안 

 

 

건강관리를 위한 미션(과제)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출제한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용자가 쌓은 성과 및 업적에 대해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의 

피드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무언가를 시도(challenge)한 

결과를 보고 다시 시도하게 된다.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실력을 쌓거나, 달성감을 느끼거나, 경쟁 상대와 비교하고 성취감을 

느낀다. 정신적인 성취감에 더해 물질적인 보상을 부여하면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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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동기부여 방법 제안 

 

미션 제출 방법에도 아이디어를 더하여 아이콘과 그래프를 사용해 미션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제공하여 도전정신을 자극하고 목표 

달성을 촉진시킨다. 이는 성과창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인간의 성취욕구에 착안한 방법으로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내적으로 동기부여 한다. 또한 포인트를 모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물질적인 보상으로 내걸어 외적인 보상도 제공하여 동기부여 

요소를 강화했다. 또한, 수행 완료 전과 후의 아이콘을 알아보기 쉽게 

구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할 일 목록을 어서 처리하고 싶게끔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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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데, 이 때 수평상의 시간축에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는 왼쪽, 

미래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에 기반해, 새로운 미션이 화면에 추가되는 

애니메이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고, 완료된 지난 미션목록은 

현재화면에서 더 왼쪽으로 넘기면 보이게끔 방향을 정의했다. 

 

 

[그림 26] 미래지향적 인터랙션 

 

 

3-2-3. 기능성 게임과 경쟁: Playful 
 

 

이제는 많은 서비스들이 더 많은 사용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놀이 

요소를 가미하는 게임화(Gamification) 사례가 많아졌다. 게임화는 소비자 

대상 웹이나 모바일 사이트 등 게임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게임 플레이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게임화를 이용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31  게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Facebook, Foursquare가 

있다. 게임화의 특징으로는 과제 달성 시 주어지는 업적 시스템 (뱃지), 

                                            
31 위키피디아, 게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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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시 주어지는 경험치로 레벌업 하기, 사용자들끼리 경쟁하는 

순위표, 그리고 가상 화폐가 있다.    

 

헬쓰 몬쓰(Health Month)는 사용자가 고기 적게 먹기, 술 자제하기 등 

자신이 직접 룰을 정하고 실천하게 하는 건강증진 웹사이트로서 

헬스케어와 기능성 게임이 접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실제로 퍼즐 

게임을 통하여 개인의 두뇌 트레이닝 및 동시력 트레이닝에 보탬이 되고 

가상운동게임을 통하여 운동을 유도한 사례도 있다. 닌텐도의 위핏(Wii-

Fit)과 <말랑말랑두뇌게임>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걷기, 달리기, 섭취 칼로리 

조절하기, 식단 조절하기 등이 액티비티를 게임화를 통해 더 즐겁고 

도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권력욕구의 타인과 경쟁하고 

영향력을 미치려는 가치관에 착안하여 랭킹 시스템을 만든다. 좋은 

성적으로 인해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대중의 인정과 주의를 

받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소셜 

네트워킹 기능은 주변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하려는 귀속욕구의 

가치관에 착안했다. 사회적인 승인을 받고 교류할 수 있는 인터랙션으로서 

친구, 지인,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신체조건이나 식단 등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혹은 유명인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혼자 건강 관리할 때와는 다른 생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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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게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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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황 인지형 라이프로깅: Pervasive & Personal 
 

 

앞으로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자의무기록처럼 개인의 정보가 

빅데이터화된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와 결합된 스마트 환경에서 

사용자를 둘러싼 기기들이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하고 매 상황에 따른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황 인지형 라이프로깅 

및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안한다. 상황인식이 다양한 센서 정보를 

복합하여 하나의 상황정보로 추론을 하는 것이라면, 지능형 서비스는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일련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28] 상황인지형 맞춤형 솔루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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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상황인지형 스며드는 솔루션 제안 

 

 

3-2-5. 정보 시각화: Proactive 
 

 

정보 시각화(data visualization)이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도표(graph)라는 수단을 통해 정보를 명확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정보 시각화의 방법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에서 알맞은 표현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정보시각화 방법을 살펴보았고 달리기 달성율, 식사량 체크 횟수, 이동 

거리, 체중 등 다양한 데이터에 따라 각 알맞은 시각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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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시각화 전달성 개선 제안 

 

 

피츠의 법칙(Fitts' Law)은 사용성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에서 대해 속도와 

정확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시작점에서 목표로 하는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닿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32   본 

연구에서는 피츠의 법칙에 착안하여 사용자가 앱이 출제한 미션 수행을 

달성하기까지의 거리를 달성도 게이지(achievement gage)로 나타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32 위키피디아, 피츠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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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바일 헬스케어 문제점 해결 방안 
 

 

앞서 발굴한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리한 

결과,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공통된 가장 큰 문제점은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부재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다이어트 앱 사용자들이 꾸준한 다이어트 실천과 지속적인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식단을 판단하고 피드백을 받기 전 단계인 정보 

입력 방식의 번거로움에 있다.  우선 귀찮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눔 다이어트 코치, 다이어트 일기, 등의 앱은 대부분 음식섭취 내역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앱을 기동시켜서 시간을 선택하고 수만 가지의 

음식메뉴 목록에서 이름을 찾아 선택한 다음 섭취량을 어림짐작으로 

측정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매번 식사시간마다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방식이다 또한, 단조롭게 운동량과 섭취 칼로리의 기록 및 조회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앱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앱은 넘쳐나지만 기록의 바로 앞 

단계에서 사용자가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운동 관련 지식이나 

식이 관련 지식을 함께 제공하는 앱은 적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네 가지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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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문제점 해결 방안 

 

1) 정확한 피드백과 동기부여 

누구나 잔소리는 듣기 싫어한다. 동기부여 과정에 있어서 앱이든 사람이든 

운동을 바로 하라는 피드백은 잔소리에 지나지 않다.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보단 사용자의 일상 생활 중 별도의 입력절차를 줄이고 무의식 중에 

생활 모습이 기록되어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 정보의 입력 방식 개선 

지금 시대에서는 병원 방문 후 진료라는 공간적인 제한을 뛰어넘어 

생활과 진료 기회를 자연스레 결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진료 및 예방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퍼베이시브(pervasive: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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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똑똑한 삶을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알림이 울리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감지하고 배려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안한다.  

 

3) 알맞은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화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언제 무엇이 왜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동과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액티비티 트래커의 센서로 사용자의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혈당지수 등 생체 정보와 건강상태를 모니터링(biometric 

monitoring)하여 개인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용자의 GPS 이동 로그, 

신용카드 결제 기록, SNS 투고 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생활관리법, 운동법, 식이관리법을 제안한다. 개인의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는 사용자가 착용한 액티비티 트래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 체중계, 칫솔, 변기, 냉장고, TV카메라 등이 

될 수 있다. 

 

4) 데이터 시각화 전달성 개선  

운동량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단순히 어제와 오늘의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를 나열한 것만으로는 정확한 변화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어제보다 0.1% 체지방이 감량했습니다.” 라는 코멘트도 사용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했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이해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목표로 하는 수치에 얼마큼 

가까워졌는지 또 얼마큼 남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인 

표현을 개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이동수단으로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몇 

리터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였습니다 라는 두리뭉실하고 무미건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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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다는 이 행동으로 인해 나무 몇 그루를 심은 만큼의 효과를 보았고 

앞으로 몇 년간 대중교통 이용을 지속한다면 어떤 금액만큼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구체적이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피드백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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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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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 정의 및 서비스 방향  
 

 

앞서 헬스케어 서비스의 기준으로 제시한 8P로 시작하는 여덟 개의 

키워드(8P)와 건강(Health)이라는 단어를 합하여 펠스(Pealth)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액티브하게 건강증진에 기여하자”는 슬로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느낌표(!)를 더해 최종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Pealth!’ 의 이름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반 지식기능 솔루션을 제공받는 일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홈과 스마트그리드가 구현된 연결된 

환경(connected environment)을 전제로 한다.  

 

이슈퀘스트는 헬스케어를 기술의 이용대상에 따라 u-Hospital형, 

홈&모바일 헬스케어형, 웰니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제공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헬스케어형과 웰니스형으로 분류했다. PEALTH! 는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향하기에 아래  [그림 32]의 그래프에서 기관축보다는 개인축에 가까운 

웰니스형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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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EALTH!의 서비스 특성 포지셔닝33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상 사용자는 정주현 

(2010) 34 이 분류한 네 가지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그룹 중에서 건강 

증진에 관심이 많으나 시간적 혹은 접근성 문제를 가진 ‘건강 증진 

군’과 지속적인 관리를 동반한 동기부여가 필요한‘수동적 태도 군’ 에 

해당하는 20~40대의 현대인으로 정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일상생활 

                                            
33 이슈퀘스트, (2013),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및 관련 디바이스 사업동향과 전망, 

이슈퀘스트,를 토대로 작성  
34 정주현 (2010).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인터페이스 기기 디자인 연구 : 

수동적 태도군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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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20~30대 호모모빌리쿠스족 35 을 주 타겟 

사용자로 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 PEALTH!를 사용하는지 

사용정의는  5H+1W를 토대로   아래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PEALTH! 사용 정의 

 

 

 

[그림 35]는 본 앱이 사용자의 행동(as is)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to be)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하루에 평균 두세 시간씩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이 출퇴근길 등의 이동시간에 목적 없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접하는 것 보다는 개인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관리의 필요성 환기 및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35 호모모빌리쿠스(homo-mobilicus; mobile man)는 인간을 뜻하는 homo와 모바일 

(mobile)이 합쳐진 신조어로써 휴대전화 사용을 생활화하고 모바일 기기와 일체화

된 미래형 인간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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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감지해서 계단 사용을 

추천하는 알림을 보내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 행동을 제안하고, 

식단을 고민할 때에는 적절한 메뉴를 제안하며, 사용자가 장시간 누워서 

티비 시청을 할 때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동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운동량이 적을 때에 주어진 시간, 현재 위치, 유행 트렌드 등의 상황을 

고려한 운동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림 33] PEALTH! Customer Journey Map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먼저 기존의 모바일폰 앱과 웨어러블 보조기기를 

사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흐름을 분석한 다음, PEALTH!가 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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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물인터넷이 구현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퍼베이시브 철학이 

적용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다음 그림을 비교하면 

PEALTH!의 서비스 흐름에서는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유발을 위해 소셜 

기능을 강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 기존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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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EALTH!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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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기능 및 구조  
 

 

앞서 도출한 기존의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새롭게 제안된 서비스 흐름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PEALTH!의 핵심 

기능을  [표 4]에 정리했다. 

[표 4] PEALTH! 핵심 기능  

구분 기능 기능 설명 동기 부여 방법 

생활관리 생체 트래커  심박수, 혈중성분, 체중, 수

면 모니터링 

건강 상태 확인  

운동관리 실외 운동  달리기, 걷기, 계단 오르기, 

싸이클링  

운동 방법 제안  

실내 운동  요가, 푸시업, 스콰트, 스트

레칭  

운동 방법 제안  

미션 제출  일일 체크리스트 제출과 진

행도 표시  

목표 부여와  

성취감 제공  

식이관리 식단 기록  섭취 영양분 체크 및 칼로리 

기록  

직관적 시각화  

체중 관리  체중 증감량 기록 및 시각화    직관적 시각화  

칼로리 조절   섭취 칼로리 관리  개인맞춤형 정보 

제공  

챌린지 도전 가능한 미

션 제출  

다양한 주간 목표 선택지 제

공  

목표 부여,  

성취감 제공,  

보상 제공  

통계 활동 기록 그래

프로 시각화  

그래프와 아이콘을 사용한 

시각적 피드백 제공  

직관적 시각화 

피드백 제공   

정보제공 일반적인  

정보 제공  

일기예보, 미세먼지예보, 유

행성 질병예방관리법 정보 

등 제공  

건강관리 필요성 

환기 및 방법  

습득 

개인맞춤형  

정보 제공 

생체기록과 행동기록을 기반

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맞

춤형 정보 제공, 정기진단 

및 진료예약 알림  

건강관리 필요성 

환기 및 방법 습

득  

사용자  

지식공유 

게시글 작성 또는 코멘트를 

통한 피드백 

격려  

네트워크 운동 기록 공유  자신의 운동 기록 공유, 친

구의 운동 코스 즐겨찾기하

기, 동호회 이벤트 참가하기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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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공유 자신의 식단 공유, 친구의 

식단 즐겨찾기하기 

정보 습득  

랭킹 리더보드   운동량 경쟁하기, 공통 미션 

먼저 클리어하기  

선의의 경쟁  

프로필 비교  기록 운동량 비교하기  발전가능성제시  

 

1) 생활관리 

날씨 예보, 기온에 알맞은 코디, 독감 유행, 친구들과의 건강 정보 공유 등 

매일 유익한 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 생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알림과 통계자료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운동관리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요가, 맨손체조 등 평소 일상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위주로 구성한다. 

 

3) 식이관리 

섭취한 음식을 기록하고 칼로리를 계산하여 목표 몸무게에 다가가기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였는가 달성도를 보여준다. 

 

PEALTH!의 메뉴 구조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을 생활, 운동, 

식이의 헬스케어 유형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오늘, 미래, 지난 기록의 

시간축으로 기준하여 나눌 것인지 혹은 기능으로 구분 지어 나눌 것인지 

선택지가 여러 개 제시되었다. 제이콥 닐슨은 사용성의 원리를 제시할 

때에 학습의 용이성과 사용의 만족성 36 을 따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혹은 앱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36 Jakob Nielsen, Designing Web Usability: The Practice of Simplicity, (CA, 

New Riders Publishing Thousand Oak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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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기능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그림 36]의 메뉴 트리가 결정되었다. 

 

 

[그림 36] PEALTH! 앱 메뉴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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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생활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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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미션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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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챌린지와 포인트 기능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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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식사 기록하고 칼로리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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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통계 기능과 그룹 기능으로 동기부여받기 

 

 

PEALTH!의 다양한 기능을 십분 활용하는 다섯 가지의 유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유저 시나리오 1은 생활관리 기능을, 유저시나리오 2와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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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관리 기능을, 유저 시나리오 4와 5는 식이관리 기능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후에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앱을 사용하는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4-3. 비주얼 디자인  
 

 

4-3-1. 디자인 컨셉  
 

 

[그림 42] PEALTH!의 비주얼 컨셉  

 

전체적인 비주얼 컨셉은 심플함을 목적으로 한 Flat Design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복잡해 보이지 않게 깔끔한 화면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메뉴 

아이콘의 경우 stroke가 굵은 단색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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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주요 아이콘  

 

색은 독자로 하여금 사물을 찾도록 도와주고 정보로 연결되도록 한다. 37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색은 사용자가 가능한 한 적은 인지적 판단을 

거쳐 빠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 PEALTH!는 한 개의 앱에 

많은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능의 

카테고리를 구분 짓는 색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오병근 (2008)은 정보디자인에서 색은 정보의 의미와 감성을 다차원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적절히 사용해 방대한 정보나 유형과 위계가 각기 

다른 정보를 사용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38   기능이 

많은 PEALTH!에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생활관리, 운동관리, 식이관리 

세 가지의 분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색상 체계를 사용했다.  

                                            
37 Ronnie Lipton,(2007). The Practical Guide Information Design, Wiley 
38 오병근·강성중, (2008). 정보 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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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색상 체계  

 

헬스케어 메인 색상은 청아하고 긍정적인 청록색을 사용했다. 식욕촉진을 

돕고 입맛을 돋운다고 하여 식탁 인테리어 색상으로 인기인 주황색은 

다이어트에 사용했다. 피트니스에는 사용자의 운동 환경이 도시 속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장면인 만큼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진 

보라색을 선택했다. 한 개의 앱에 색이 많이 들어간 만큼 화면에서 메인 

색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흑백 톤으로 차분하게 정리하였다. 

 

 

4-3-2. 최종 GUI 디자인  
 

위 연구 내용을 토대로 PEALTH!의 앱 화면을 디자인했다. 기본 

화면으로는 아이폰5 사양을 참고해서 화면사이즈 640x1136 규격에 맞추고 

iOS에서 구동 가능한 레이아웃으로 제작되었다. 디자인 툴로는 어도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고 추후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소개 동영상 제작에는 플래시와 애프터이펙트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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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진행중 미션보드 (Mission Board)  

 

[그림 46] 진행 완료된 미션보드 (Mission Board)  

 



 

 82 

 

 

[그림 47] 액티비티 트래커 (Activity Tracker) 

 

[그림 48] 피트니스 통계 (Fitnes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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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식사 기록하기 (Diet Diary) 

  

[그림 50] 식사 통계 (Die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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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다이어트 통계 (Diet Statistics) 

   

[그림 52] 챌린지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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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챌린지 친구 초대하기  

   

[그림 54] 그룹 (Group) – 정보 받기  



 

 86 

  

[그림 55] 그룹 (Group) – 공유하기  

  
[그림 56] 건강 통계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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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그룹 (Group) – 정보받기 

    

[그림 58] 랭킹(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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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보상 확인 화면 (Reward) 

 

 

4-3-3. 소개 동영상 제작  
 

앱 GUI의 구동 모습과 인터랙션 애니메이션 및 사용자가 생활 속 어떤 

장면에서 앱을 사용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PEALTH!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얼리어댑터이면서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30대 

직장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PEALTH!의 주요 기능들이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장면에서 활약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화면 정 중앙에 앱 

화면을 두고 왼쪽에는 상황 안내, 오른쪽에는 설명 텍스트를 띄우는 것을 

기본 레이아웃으로 제작했다. 상황 안내 부분에는 EA의 게임 SIMS3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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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PEALTH! 소개 동영상 화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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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PEALTH! 소개 동영상 화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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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작품 전시  
 

2014년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대학교 MoA 미술관에서 졸업작품 

전시가 이루어졌다. 전시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 전시 패널 세 

장과 함께 PEALTH!의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림 62] 작품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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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전시 패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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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전시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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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전시 패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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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온 데 모바일 콘텐츠 시장 확대 

및 ICT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도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변화했다. 24시간 스마트폰을 쥐고 살다시피 하는 현대의 

사람들은 아침 기상을 알리는 알림부터 취침 전 수면유도 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일상생활에 사용한다. 

기술을 활용한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고 더불어 사용자 개인의 생활정보, 생체정보, 운동정보, 

생활모습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수요 역시 증가했다. 하지만 수많은 

건강관리 관련 앱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앱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운동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매니저같은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헬스케어 

관련 ICT기술과 모바일 앱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사용자중심적 환경의 

모습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퍼베이시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X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개선된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앱의 UI/UX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PEALTH!는 8P+HEALTH+!가 

합쳐진 단어로서 액티브하게 건강관리하자는 뜻을 가진다. PEALTH!는 

매니저와 같다. 회사에서 매니저의 역할은 첫 번째로 올바른 인재를 

알맞은 직무에 배치하여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비슷하게 PEALTH!의 역할은 첫 번째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건강관리법을 제공하고 두 번째로 사용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동관리 및 

식이관리 미션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생활습관 교정, 운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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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관리를 통해 꾸준히 건강을 증진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똑똑한 

건강관리 도구로서,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맞춤형 

미션을 수행하게 하고 장단기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환경에서라면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에서나 

활동정보와 생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기록과 진단이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필요한 미션을 출제하고 진행상태를 체크한다.  

 

 

[그림 66] PEALTH!의 동기부여 방법과 기대효과 

 

PEALTH!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한 UX 디자인 제안을 통해 운동부족과 

섭취장애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맞춤화된 헬스케어 콘텐츠와 

꾸준한 관리를 제공하고, 사후치료가 아닌 질병 예방 즉 웰니스와 함께 

건강 증진 및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가 

향후 실현될 사용자 중심의 사물통신 환경에서의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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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디자인의 기준 제안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UX디자인의 여덟 가지 기준인 8P가 추후 

통신 인프라가 개선되고 더 많은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증가하는데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가이드로 활용되길 바란다. 

 

토의점으로는 사용자가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전방 주시가 필요한 

운동활동 중에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주는 시간이 짧을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달성 게이지바가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데에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스마트폰 앱과 함께 스마트 밴드 혹은 스마트 

워치를 병행하여 사용자의 시선처리를 배려한 UI/UX 디자인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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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UX Design of Smart 

Mobile Healthcare for Persistent 

Motivation 
 

Easle Seo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ven years has passed since iPhone first showed. Now we live in post-smartphone 

era where people carry average three mobile devices and most electronic things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With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verage life 

expectancy extended to 100 years and therefore people’s interest in healthcare has 

increased but it is not so easy to find the best healthcare service for each individual.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purpose is to research and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healthcare servic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ubiquitous 

healthcar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smart grid, smart mobile technology, and 

wearable technology in functional and design aspects. Second purpose is to 

develop a smart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which provides solution for 

problems that current mobile healthcare service has, help user to make workout 

routine, correct unhealthy life habit, and control diet.  

This thesis has five chapters. The procedure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understand concept of technologies, find problems from case study, find 

solution through literature search, suggest a new standard for mobile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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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sign a smart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Chapter one states the background, purpose, and method of study and then list 

definition of vocabularies. In chapter two, I researched offline healthcare, online 

healthcare, ubiquitous healthcare, mobile healthcar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wearable technology, and mobile applications. Then I listed problems that 

could be found through case study. I found the common factor many healthcare 

service problems shared was that they lack skills to keep their user motivated. 

Therefore in chapter three I studied the concept of motivation as well as needs and 

then suggest solutions to keep mobile healthcare service user motivated when 

providing life style care, fitness managing, and diet managing. As result I newly 

suggest eight standards for mobile healthcare ‘8P’; personal, pervasive, persuasive, 

persistent, productive, proactive, positive and playful. Chapter four shows the 

process of designing a smart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PEALTH!’ including 

its value concept, user interface design, interaction, and user scenario, function, and 

interface animation. The last chapter five summarizes this thesis and make 

conclusion.  

I expect ‘PEALTH!’ and its eight motivation method ‘8P’ to help people sustain 

healthy life and contribute to future improvement of user experience for smart 

mobile healthcare. 

 

 

 

Keywords : mobile healthcare, motivation, mobile application, 

internet of things, interface design, UX design  

Student Number : 2012-21216 

E-mail : easieseo@snu.ac.kr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3. 용어 정리 

	제 2장 ICT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 
	2-1. ICT기술 응용 현황 
	2-1-1. 사물인터넷 
	2-1-2. 웨어러블 
	2-1-3. 빅데이터 

	2-2. 헬스케어 서비스 유형 
	2-2-1. 오프라인 헬스케어 
	2-2-2. 온라인 헬스케어 
	2-2-3.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2-2-4. 모바일 헬스케어 

	2-3. 문제점 발굴 및 정리 

	제 3장 헬스케어를 위한 동기부여 
	3-1. 동기부여의 이해 
	3-1-1. 동기부여의 정의 
	3-1-2. 성취동기이론 

	3-2. 모바일 헬스케어를 위한 기준 8P 
	3-2-1.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성: Persuasive & Persistent 
	3-2-2. 목표달성을 통한 긍정적 효과: Positive 
	3-2-3. 기능석 게임: Playful 
	3-2-4. 상황 인지형 라이프로깅: Pervasive & Personal 
	3-2-5. 정보 시각화: Productive & Preventive 

	3-3. 모바일 헬스케어 문제점 해결 방안 

	제 4장 작품 연구 
	4-1. 사용 정의 및 서비스 방향 
	4-2. 주요 기능 및 구조 
	4-3. 비주얼 디자인 
	4-3-1. 디자인 컨셉 
	4-3-2. 최종 GUI 디자인 
	4-3-3. 소개 동영상 
	4-3-4. 작품 전시 


	제 5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