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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모바일 통신 기반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본 연구는 모바일 통신을 기반으로 핸드폰에서 구동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울 소재 비만 클리닉의 고객을 

대상으로 6 주간 사용하도록 한 후 유용성과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스마트 다이어트라고 명명하였으며, 비만관리를 

위한 정보를 OX 퀴즈형태로 제공하는 다이어트 게임(diet game)과 일상  

활동 중에 섭취 및 소비하는 칼로리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플래너(diet planner), 그리고 사용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 관리(user mode) 

메뉴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정보는 모바일 통신기능을 

통해 별도로 운영하는 서버로 최소 일일 단위로 전송되도록 구성하였다.  

비만 클리닉 고객 총 48 명중 24 명의 실험군에게는 핸드폰에서 

구현되는 스마트다이어트라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대조군 

24 명에게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6 주후 설문조사와 실험 

전후의 체성분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만 클리닉의 특성상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 감량 효과는 두 군 

모두에서 발생하였으며,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험군에서의 

감량 평균이 대조군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실험군들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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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설치 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안내과정이 부족했던 데에 원인이 있다.  

생활습관에 따라 감량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생활습관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감량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실험군 내에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험자가 보다 높은 감량 효과를 보여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은 감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록 체중 감량에 있어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실험군의 

효과가 대조군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이는 운영상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 

크고, 사용한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대할 수 있는 비만관리 도구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던 것을 볼 때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었던 연구로 

판단된다.  

향후 시스템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관리기능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인 비만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온 

오프라인이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도구로서 그 가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비만관리시스템, 모바일, 다이어트게임, 다이어트 관리, 체중감량, 

건강행동, 행동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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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비만은 이미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또한 비만은 생활 습관병의 주요한 원인일 뿐 아니라 

주요 사인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만은 만성질환 및 

공공 보건의 가장 중요한 관리 요인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전세계의 

보건문제로서도 매우 중요하다(Tufano 등, 2005). 이러한 비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다이어트라는 명목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은 단순한 운동에서부터 건강증진 식품과 함께하는 방법, 식이요법, 

지방제거 수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정 성, 연령의 경우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친 다이어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 결과 신체균형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다이어트 관련 정보들이 

신체의 균형 및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종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 판매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 다양한 제품과 함께 광고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든, 저지방 

다이어트든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Baker, 

2006). 



 

2 

특히, 비만인의 경우 영양 과잉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미량 영양소 부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윤나, 2006). 더욱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효과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다이어트 정보검색은 시간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의 모바일 인터넷과 PC 인터넷의 비교 연구에서 보면 인터넷 

사용에 있어 PC 는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모바일에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평가하였다(Ishii, 2004).  

이러한 상업적인 현실과 부적절한 정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다이어트 관리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항시 휴대할 수 있어 언제나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성하고, 재미있게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바일 통신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다. 휴대폰 내에 탑재되고 모바일 통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미국에서도 Tufano(2005)등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2003 년 말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60% 이상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라 핸드폰은 비만관리를 위한 적절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보인다(Tufano 등, 2005). 

최근 의료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메디테인먼트 (Medical - 

Entertainment) 가 회자 되고 있다. 비만관리도 좀더 재미있고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활상식과 비만관리 정보를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다이어트 게임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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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플래너를 핸드폰에 탑재할 수 있다. 

또한 항시 휴대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식사와 운동 기록을 바로 진행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된다. 이를 위해 핸드폰에서 운영되는 다이어트 플래너를 

개발 할 수 있다.  

다이어트 게임은 OX 퀴즈 형태의 게임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정보 및 

운동과 식이에 소모 및 섭취되는 칼로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다이어트 플래너는 핸드폰에서 바로 소모 및 섭취되는 칼로리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된 정보는 모바일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실시간 

다이어트를 기록하기 위한 휴대폰의 사용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자동으로 기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Lacson 등, 2006).  

다이어트 게임에 대한 연구는 멀티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김미숙, 

2005)등의 일부 선행연구가 있으나, 다이어트를 게임화 하고,  핸드폰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능을 연동하는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로서의 학문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 다이어트 게임이란 용어는 영국의 조셉 헬스 센터에 근무하던 

Lemaire(1993)에 의해 사용되었다. 다이어트 게임은 책임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소아비만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다이어트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01 년 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에 근거한 우리나라 성인의 체중 상태에 

따른 식생활 특성(이윤나, 2006)에 따르면 2001 년의 경우 20 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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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 남자의 32.6%, 여자의 29.4%가 BMI 25 이상인 과체중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05 년 9 월 세계 심장의 날은 앞두고 WHO 는 “세계 

65 억 인구 중 10 억 이상이 과체중이며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10 년 

뒤에는 과체중 인구가 15 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경고 한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아비만 

인구의 증가가 그것이다. 점차 비만 인구가 증가 될 뿐 아니라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비만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 중 인상적인 것은 칼레도(Amaro 등, 2006) 와 메타켄코(Southard 등, 

2006)라는 보드게임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를 게임화 한 것이 

그것이다.  

다이어트는 게임처럼 재미 있지도 쉽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다이어트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습득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다이어트를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재미있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다이어트 게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국내에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상시 

휴대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구인 핸드폰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운동, 

영양, 생활습관 등 다이어트를 위한 정보를 게임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보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관리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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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통해 비만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연구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관리의 효과적인 지원 도구로서 모바일 통신을 

활용한 비만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비만 클리닉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여 유용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 휴대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가능한 모바일 통신을 기반으로 

한 비만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시스템을 비만 클리닉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실시한다. 

 

 셋째, 모바일 통신기반의 비만관리 시스템의 효과 및 유용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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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비만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영양섭취와 

이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준에 대한 영양섭취와 운동에 대한 정보와 학습이다. 또한 이를 관리하고 

피드백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만관리 환자 및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과 의료진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감소한다(Buttussi 등, 2008).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영양섭취로 인해 성인 

남여의 30%가 BMI 25 가 넘는 과체중으로 판단되었다(이윤나, 2006).  

이론적 배경에서는 비만 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인 모바일 통신기반의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와 모바일 통신에 대한 이해, 해외 및 국내의 운영 동향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비만과 관리 

 

가. 비만 

비만이란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5％,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일 때, 임상적으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1 이상인 경우, 현재 체중이 이상체중을 20％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비만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에너지 대사의 이상 등이 있다. 비만의 종류에는 원인에 따라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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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증후성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 비만은 과식과 운동 부족이 

그 원인이며, 증후성 비만은 내분비, 시상하부성, 유전, 전두엽 및 대사성 

등으로 발생한다. 

WHO 의 2005 년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16%인 10 억명이 

비만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수는 갈수록 증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 비해 그 수치가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만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장차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역이 

될 소아들의 비만도가 높아 지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연간 48 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비만 개선 사업을 

2006 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왔다.  

비만에 대한 개개인의 편차가 있지만, 비만도 평가를 통해 본인의 

수준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는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수치로는 비만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남성의 경우에는 많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비만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남녀의 성별에 따른 몸매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한 것인데, 남자의 경우 정상체중보다 10% 정도가 넘더라도 보기에 크게 

살이 쪄 보이지 않고, 여성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정상체중보다 10%는 

낮아야 날씬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관습에 의한 것이다.  

비만도의 평가에는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과 캘리퍼라는 일종의 자를 

이용하여 피부주름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비만도 지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비만도와 체질량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비만도 산출은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며 현재 키(cm) 에서 100 을 뺀 수에 0.9 를 



 

8 

곱해서 산출된 수를 본인의 현재 체중과 비교하여 산출한다. 현재 키에서 

100 을 뺀 수에 0.9 를 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준체중이라 한다. 

표준체중을 산출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자신의 키를 미터로 환산한 다음 

키와 키를 곱해주고 여기에 남자는 22 를 여자는 21 을 곱해 주는 방식도 

있다. 

 

표준체중(kg) = (신장(cm) – 100) × 0.9 

 

표준체중(kg)= 키(m) × 키(m) × 22 (남자) 

표준체중(kg)= 키(m) × 키(m) × 21 (여자) 

 

비만도(%) = (현재체중(kg) / 표준체중(kg)) × 100 

 

비만도는 현재체중과 표준체중을 비교함으로써 본인의 비만의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근육량 등 세부적인 근거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최근까지 

가장 대표적인 비만도 계산 식으로 사용되었다. 비만도에 따른 비만의 판정 

기준은 표 1 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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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만도 판정기준 

구분 판정기준 

저체중 80 미만 

경한 저체중 80 이상 90 미만 

정상 저체중 90 이상 110 미만 

과체중 110 이상 120 미만 

경도 비만 120 이상 130 미만 

중증도 비만 130 이상 150 미만 

고도비만 150 이상 200 미만 

위험한 비만 200 이상 

 

 

BMI 에 의한 비만의 정도 산출은 체중과 키를 이용한 비만도 산출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준은 16 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된다. 성인 체중은 여성의 경우에는 18 세, 남성의 

경우 20 세에 완성되는데, 그 이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체내 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50 세 이후에는 체중이 늘지 않아도 근육이 

줄어들면서 체내 지방이 증가한다. 

 

BMI = 체중(kg) ÷ 키(m)² 

 

BMI 의 판정 기준은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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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MI 에 의한 비만도 판정기준 

구분 판정기준 

저체중 18 미만 

정상체중 18 이상 23 미만 

과체중 23 이상 25 미만 

비만 25 이상 

 

 

또 다른 측정 방법으로 복부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내장 

등 내부 장기에 의한 비만이 더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복부비만은 임상적으로 비만 정도는 허리 엉덩이 

둘레비(Waist Hip Ratio : WHR)로 측정한다. 남성의 경우 WHR 비가 0.9 

이상일 때는 복부비만으로 분류하고, 여성의 경우는 0.85 가 기준이 된다. 

복무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허리둘레의 경우 배꼽을 지나는 배의 둘레를 

재고, 엉덩이 둘레의 경우 엉덩이의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줄자로 잰다.  

 

복부비만 = 허리둘레 / 엉덩이 둘레 

 

복부비만의 판정기준은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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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복부비만 판정기준 

구분 판정기준 

남자 0.9 이상 이면 복부비만 

여자 0.85 이상 이면 복부비만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kaup 지수와 Rohler 지수가 

있다.  kaup 지수는 2 세 미만의 연령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18 이상이면 

비만이다. 산출방법은 체중(g)÷신장(cm)×100 이다. Rohler 지수는 학교에서 

학생의 비만판정 지수로 많이 사용하며 체중(kg)÷신장(cm)×3×107 으로 

신장이 110∼129cm 에서 180 이상이고 130∼149cm 에서는 170 이상, 150cm 

이상에는 16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한다.  

 

나. 비만관리 

비만을 질환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비만으로 인한 질환은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은 비만을 개선시키면 증세가 개선되는 것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고되었다(조규일, 1996). 비만의 관리 항목으로는 음식물 섭취, 

칼로리 소모를 위한 운동, 그리고 비만관리에 대한 마인드와 정보 가 있다. 

음식물 관리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식이요법이라 하며, 운동을 

통해 소비칼로리를 증진시키는 운동요법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정이다. 

그 외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행동 수정요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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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등 약물을 통한 치료방법인 약물요법과 수술을 통해 비만을 

제거하는 수술요법이 있다.  

비만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어왔다. 

비만관리 즉 다이어트는 앞서 거론한 것처럼, 영향을 주는 요소인 운동, 

영양, 생활습관, 성별, 연령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질환에 따른 비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비만인의 경우 생활습관에 

따른 운동과 영양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만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운동과 영양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인구의 증가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아비만 인구의 증가가 그것이다. 점차 비만 인구가 증가 될 뿐 

아니라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만관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비만관리를 시도하는 상당수의 시도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만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만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김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만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김미숙, 2005).  

특히, Amaro(2006)등은 칼레도(Kaledo)라는 일종의 보드 게임을 통해 

운동과 영양을 중심으로 한 적정 칼로리 섭취에 대한 정보와 비만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칼레도 

보드게임은 2~4 명의  사람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임이다. 총 59 개의 박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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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한 장의 플레이 보드가 있고 100 장의 카드가 제공된다. 100 장의 

카드 중 80 장에는 영양정보가 20 장에는 생활 습관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다. 

4 개의 말이 있으며, 한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진행한다. 게임 진행시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음식물 섭취와 운동관련 정보가 있으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게임의 과정을 통해 진행자는 적절한 

영양섭취 방법과 운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Southard(2006) 등은 Promoting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with Meta 

Kenkoh 에서 메타 켄코라는 아동 비만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 활동 

증진 어드벤처 게임 개발하였다. 이 게임을 통해 아동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물리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활동이 증진되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메타켄코라는 

대륙에 침범한 외계인인 Rowgoth 에게서 메타켄코를 구하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Rowgoth 는 사람들이 게을러지도록 무제한의 

고칼로리 음식들을 제공한다.  음식물은 자동으로 생산되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짐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량은 점차 줄어들어 비만인들이 

늘어나게 된다. 게임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인공인 영웅은 자판기나 

식당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정은 게임을 진행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게임을 진행하는데 힌트를 제공하는 Trivia Man 은 박물관의 

e-book 을 통해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비만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칼로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칼로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열량 단위를 말한다. 살이 찌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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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일상생활 등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이다.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가 섭취될 때 여분의 

칼로리는 지방의 형태로 몸에 쌓인다. 비만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칼로리 관리이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칼로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필요칼로리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칼로리 산출은 기초대사량과 일일 필요칼로리 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 

할 수 있다. 기초대사량이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한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으로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기초대사량 

산출공식은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르며,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 할 수 있다.  

 

남자 기초대사량 =  66.47+13.75 × 체중+5 × 키 - 6.76 × 나이  

여자 기초대사량 = 655.1+9.56 × 체중+1.85 × 키 - 4.68 × 나이 

 

일일 필요칼로리는 기초대사량에 활동계수를 곱해서 산출할 수 있다. 

일일 필요칼로리는 기초대사량과 활동에 의해 소모되는 활동대사량을 

합하면 산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위에서 산출한 기초대사량에 본인의 활동 

정도에 따라 아래 표의 활동계수를 곱해주면 된다. 예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표 4 에 나와 있는 대로 1.5 를 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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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필요 칼로리는 = 기초대사량 × 활동계수 

 

표 4. 활동 계수 예시 

구분 활동계수 

가만히 누워 있을 때 1.2 

활동이 적을 경우 1.3 

정상활동을 하는 경우 1.5 

운동량이 많을 경우 1.75 

 

 

일일 필요 칼로리는 다음의 산식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일일 필요 칼로리 

남자 = 662-(9.53×연령)+(활동량×((15.91×체중)+(539.6×신장))) 

여자 = 354-(6.91×연령) + (활동량×((9.36×체중)+(726×신장))) 

 

표 5. 활동량 구분 예시 

구분 남자 여자 

거의 없음 1.00 1.00 

보통 1.11 1.12 

활동적 1.25 1.27 

매우 활동적 1.4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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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비만 관리 사례 

경기도에서는 슬림 경기를 표방하며, 안산시 단오 보건소와 동두천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2 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BMI 가 25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주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형의 A type, 과 홈페이지 원격형 + 보건소 

방문형 인 B type 그리고 홈페이지 원격형으로만 구성된 C type 을 운영하고 

인다. 이 프로그램은 단백질이 풍부한 동양식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박용우 

교수의 Pro-diet 를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상담과 운동 및 

영양관련 교육자료,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상담 등을 제공하며 보건소 

방문형의 경우 체성분 분석과 운동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슬림경기 신개념 도시형 다이어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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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비만아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버케어, 국민체력센터,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 등 3 개 

기관이 참석하여 만 7 세 이상 만 12 세 이하의 경도 이상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4 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동 비만관리 

사업은 3 개 기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 

1 만원에서 최대 10 만원의 월 비용을 추가로 받는 구조이다. 

국민체력증진센터의 ES CLUB 의 경우 운동과 학습능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영어 운동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올림픽 공원내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월 1 회 어린이 체력 및 

비만도를 측정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체조와 스포츠, 그리고 건강유지 

식단을 제공한다.  

 
그림 2. 국민체력 센터 ES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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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비만관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선진국일수록,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관리의 우선순위가 높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소격인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Weight Control Center 는 그 

수가 매우 많다. WebMD 등 대표적인 건강관리 사이트에서도 비만관리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강 보조식품군에 

해당되는 다이어트 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매우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반면 고 칼로리 식단 및 과잉 섭취로 인하여 비만인구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WebMD 다이어트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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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통신과 프로그래밍 

모바일 통신은 항시 휴대할 수 있는 핸드폰을 통한 통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화, 문자, 인터넷 검색 등 모든 부분은 모바일 통신 기능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음성전화와 화상전화 등 전화기능은 대다수의 

핸드폰 구입자가 이용하는 기능으로 핸드폰 자체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동향이 있다. 핸드폰에 카드 기능과 예금 기능이 담기는 것인 모바일 뱅킹, 

게임이 담기는 모바일 게임, 건강증진, 측정 등의 기능이 담긴 모바일 케어 

등 다양하게 파급되어 가는 기능들은 핸드폰의 무선 통신 기능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과거 모바일 게임은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 시장으로 급부상 하였다. 

최근에는 PSP, 닌텐도 DS 등의 확산으로 인해 그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 

모바일 게임은 상시 휴대하는 장비인 핸드폰에서 구동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모바일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전송한 뒤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핸드폰 구입시 번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모바일 

게임은 몇 천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 

중에는 그림 5 와 같이 드라마의 내용을 따라 게임을 만든 경우도 있다.  

명상과 집중력 강화를 위한 사운드 기능이 내장된 프로그램도 있다. 

이를 위해 김도향이나 윤무부교수등 저명한 음향제작자를 동원하여 특화된 

사운드를 개발하여 모바일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다운로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해당 통신사의 정해진 규격에 따르거나 WIFI 라는 공동 통신 

규격을 이용하기도 한다.  



 

않

 

 

모바일게

않고 단순한

그림

게임의 경우

한 기능으로

그림 4. 모

림 5. 위기의

우 일종의 캐

로 구현되는

20 

모코코사의 점

의 주부들 드

캐쥬얼 게임

것이 많다

 

점프체인지

라마 관련 게

임이라고 불

다. 쉽게 이용

게임 

불리는 것처

용할 수 있는

럼 복잡하지

는 대표적인

 

지 

인 



 

21 

모바일 게임이 바로 고스톱이다. 작은 화면이지만 연예인 마케팅 등의 

힘으로 인해 한 때 전국민의 게임으로 인기를 얻었었다.  

 

4. 모바일 비만관리 

모바일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웰빙 바람과 함께 모바일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봄날로 유명한 몸짱 아줌마의 운동 

방법과 동영상을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며, 국내 

게임제작사에서 만든 다이어트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모바일에서 비만관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게임의 형태로 운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펀토리의 다이어트 타이쿤이라는 게임으로 3 명의 여성캐릭터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과 음식에 대한 유혹을 아바타를 

통해 대신 충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림 6. 펀토리사의 다이어트 타이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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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음악을 들으면 인체 내에서 비만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된다는 원리를 

활용해 개발한 사운드 콘텐츠로 구성된 폰다이어트는 네비웨이 

(www.naviway.com)에서 녹십자 의료재단의 임상 실험을 거쳐 만든 

컨텐츠이다. 또 금연을 갈구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금연 길라잡이’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흡연 이력 등을 입력하면 개인별 특성 에 맞는 금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PDA 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로서는 외부 운동을 위해 3 차원 가속도 

센서와 심박 장치가 내장된 착용할 수 있는 장치와 GPS 가 내장된 

모펫(MOPET: mobile personal trainer system)을 이용하면 개인에게 맞춤형 운동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Buttussi 등, 2008). 

 

그림 7. Mobile Personal Trainer Sy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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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et 은 비만관리 환자를 위한 휴대용 시스템으로 개발 운영하였으며, 

휴대폰이 아닌 PDA 를 통해 모바일 통신 기능을 활용하였다. 다이어트 

평가는 만성질환에 영양을 주는 비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인 

영양평가가 중요하다(Lacson 등, 2006). 이를 위해 Lacson(2006)은 사람들의 

구어체로 먹은 것을 기록하는 자연어 다이어트 기록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의 종류와 양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 하였다. 또한 Morak(2008)은 

비만관리 환자들에게 노키아 핸드폰을 제공하였다. 이 핸드폰은 웹 기반의 

치료 관리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다.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나면 개인화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체중과 활동, 혈압, 혈당,등의 정보도 

입력되어 있고 사용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들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행동을 간섭하게 되었는데, 행동간섭은 신체 활동과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쳐 체중을 감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Morak 등, 2008). 

또 다른 연구로는 핸드폰의 단문 문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중 

감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대상 환자에게 

문자로 동기부여 및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헬스케어 

센터에서 관리되었으며, 헬스 센터에 의해 관리되는 문자정보는 체중 

감량과 비만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Joo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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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비만관리 프로그램 평가 

- 체성분분석 자료와 설문분석을 통한 유용성 및 평가 실시 

- 핸드폰을 통한 비만관리 시스템의 적용 및 개선 방안 제시 

비만 클리닉 고객 대상 임상 적용 

- 비만 클리닉 내원 고객 대상 실험 참여 동의 

- 실험군 및 대조군 선정후 6 주간 적용 

모바일 비만관리 도구인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개발 

- 시스템 정의 및 기능설정 

- 화면 디자인 설계 및 좌표 작성 

- 애물레이터 환경하의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서버 개발 

- 핸드폰 다운로드 및 테스트 

문헌고찰 및 사례 분석 

- 비만관리 프로그램 현황 및 해외 문헌 고찰 

- 핸드폰에 탑재할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 분석 및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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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개발 방법 

가. 개발환경 

핸드폰의 화면 사이즈는 제조사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화면의 크기 자체가 커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보여지는 사이즈도 점차 커지고 있으나 240*320 사이즈 이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개발은 jbuilder 라는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Jbuilder 는 자바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8.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개발환경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PC 상에서 구현되는 

애뮬레이터를 구동하였다. 애물레이터는 핸드폰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을 

재현한다. 특히 키 입력은 핸드폰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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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레이터는 메모리 구성 및 실행되는 명령을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9.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PC 애물레이터 환경 

 

비만 클리닉과 연계한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군의 일상적인 섭취 습관과 운동습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실험군의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0. 스마트 다이어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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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윈도우 XP 기반의 데스크탑 PC 를 활용하였다. PC 는 KT 의 

VDSL 망에 연결하여 24 시간 가동하였다. 독립적인 서버로 구성된 PC 에는 

실험군이 보유한 핸드폰에서 매일 전날의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내에 

저장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받도록 구성하였다. 

 

나. 개발로직 

개발로직에는 이론적 배경에서 거론한 표준체중 기초대사량등 일반적인 

비만관리 지표들이 사용되었다. 현재체중에서 적정체중을 빼주면 

감량목표가 산출되고 이 목표에 따라 아바타의 체형이 변하도록 구성하였다. 

아바타는 총 3 개의 모습으로 대치된다. 마른 아바타와 정상 아바타 그리고 

살찐 아바타가 그것이다. 우선 초기 버전에서는 3 개의 아바타만으로 

구성하고 향후 좀더 실제 사용자의 체형에 맞는 아바타를 구형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비만관리 지표와 달리 다이어트 지수는 연구자가 별도로 

산출공식을 구성하였다. 총 21 개 문항으로 구성된 건강 설문과 표중 체중 

구분, 그리고 BMI 구분에 따라 총 1000 점 만점의 지수를 산출 하도록 한 

것이다. 건강설문은 총점이 50 점으로 설문을 통해 나오는 점수에 8 배를 

해서 총점은 400 점이다. 표준체중은 표준체중 계산식 = 정수 ((현재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100 을 한 값에 20 을 구해 총점은 200 점이다. 

마지막으로 BMI 구분은 BMI 계산된 것에 의해 9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배점은 아래와 같다. 배점된 것에 40 을 곱해 총점이 400 점 만점이 된다. 

 

다이어트지수 = (건강설문총점×8) + (표준체중구분×20) + (BMI 구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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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준체중 배치표 

표준 체중 구분 배치 값 

35% 이상 2 

25%이상 35% 미만 4 

15% 이상 25% 미만 5 

5% 이상 15% 미만 8 

5% 미만 10 

 

 

표 7. BMI 배치표 

BMI 구분 배치 값 

40 이상 2 

37 이상 40 미만 3 

34 이상 37 미만 4 

15 미만 또는 31 이상 34 미만 5 

15 이상 16 미만 또는 28 이상 31 미만 6 

16 이상 17 미만 또는 25 이상 28 미만 7 

17%이상 18%미만 또는 23 이상 25 미만 8 

18.0 이상 19.0% 미만, 22.0 이상 23% 미만 9 

19.0% 이상 22% 미만 10 

 

비만관리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체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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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이어트 프로그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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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운영 

가. 운영대상 

감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선정하자면 

본인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마인드가 

확고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가장 잘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비만 클리닉일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시도를 시행해본 비만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비만 

클리닉에서 의지가 약하고 쉽게 다이어트를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문한다. 하지만 비만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어떤 대상의 

사람들보다 비만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를 위한 정보를 좀더 재미있게 제공해 주고 항상 휴대하는 

핸드폰을 통해 섭취 칼로리와 소모칼로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비만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와 섭취하는 음식물과 

영양소등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 게임은 간단한 OX 퀴즈 또는 객관식 문항들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이어트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핸드폰은 항상 휴대하는 도구로서 적절한 기능이 제공될 때 그 

효용성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항시 휴대한다는 장점 때문에 

유비쿼터스 적인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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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적 기준 준수 

비만 클리닉을 내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 실험은 모바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군과 사용하지 않는 군으로 나누었다. 우선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는 대상을 예비 실험군으로 배정하고 전화 및 메일 

등의 터치를 통해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총 24 명의 인원에서 핸드폰 교체 및 비용 부담 등의 요인으로 

빠져 나간 인원을 제외한 13 명이 실제적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설치 

이용하였다. 이군을 실험군으로 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군을 

대조군으로 운영하였다. 실험군은 비만 클리닉의 처방외에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생활습관 개선 방법 및 음식물의 칼로리와 건강관련 상식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 할 수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서로 모르는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호 간섭이 발생될 확률을 제거하도록 하되, 

임상시험의 윤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임상연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4. 시스템 평가 

가. 평가 방법 

비만관리 시스템은 일종의 작은 규모의 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한 분석모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모형을 기준으로 일부 

수정한 모델을 설계 하였다.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은 Delone & 

Mclean(1992)의 모델을 참고하였다. 모바일 통신 기반 비만관리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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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체성분 분석과 설문 조사를 연계하여 설정한 가설이 부합되는 

지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동기부여 및 활용을 

측정하는 부분과 생활습관 및 운동시나 음식물 섭취시의 칼로리 소모 및 

섭취와 관련된 정보를 학습하는 부분 그리고 직접 칼로리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2. 평가모형 

 

나. 연구가설의 설정 

모바일 통신 기반 비만관리 시스템의 평가는 실험 전후 체성분 검사를 

통한 체성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체성분 검사에는 체중, 

체지방량 및 체지방률의 변화와 체성분과 관련된 20 여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체성분의 측정항목은 체수분, 제지방량, 체중, 근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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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량, 복부지방률, 신체 부위별 체수분 분포, 부종지수, BMI, BMR, 신체 

발달 점수, 체중 조절 목표가 산출되어 진다. 실험 전후 총 2 회의 체성분 

검사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제적인 체중 및 체지방률 그리고 BMI 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였다.  

정량적인 체성분 분석외에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을 통한 측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을 위한 설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실험군의 경우 

설문은 총 5 개 영역으로 구분 되어진다. 직업, 소득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과 생활습관을 분석하기 위한 식이 및 운동관련 설문을 우선 

작성하였다. 이 설문항목은 대조군과 실험군 공히 양쪽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활습관에 따른 비만관리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일반적인 

항목으로는 직업, 지위, 소득, 학력, 주거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습관 

관련 질문은 총 20 문항으로 객관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항목마다 3 개에서 

최대 6 개 항목을 제시 하였다.  

실험군에만 있는 설문으로서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상의 설문과 

스마트 다이어트라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설문 등 두 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사용상의 설문은 개별 기능들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총괄적인 설문은 사용편의성, 

비용의 적절성, 사용상의 흥미 등과 관련된 총 7 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 개 항목에는 계속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항과 타인에 대한 

권유를 포함하였다. 여기에 총 프로그램 이용 횟수를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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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의 교체, 프로그램 전송 실패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불참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도 중도에 탈락 또는 이용하지 않은 실험군에 대한 질문 

항목도 별도로 만들었으며, 이 항목은 실험군이되 비만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전화 설문을 

기본으로 했으며, 비만 클리닉의 운영에 문제가 안되도록 설문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모바일 비만관리 시스템은 체중감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모바일 비만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가설 3, 다이어트게임과 플래너는 비만관리 효과를 증진시켜 사용자에게 

만족을 제공할 것이다.  

 

다.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는 체중, BMI 등 비만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될 수 있다. 

이는 체중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으나 비만 

클리닉의 체성분 분석 장비를 통하여 임상 전후의 결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의 경우 설문을 통해 파악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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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험군 대조군 공동진행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지표 

구분 조작적 정의 측정구분 설문항목 

일반정보 

1)직업 

2)지위 

3)학력 

4)가구소득 

5)주거형태 

 

설문Ⅰ 

객관식 

총 5 개 

문항 

생활습관 정보 

1)평상시 운동 여부 

2)활동량 정도 

3)규칙적 운동 종목  

4)흡연여부 

5)음주량 여부 

6)규칙적 운동 가능성 여부 

7)폭식습관 정도 

8)불규칙적 식사 여부 

9)식욕 정도 1 

10)식욕 정도 2 

11)패스트 푸드 선호 정도 

12)음료수 선호 여부 

13)식욕정도 3 

14)저녁 식사량 정도 

15)스트레스 상관도 

16)불규칙적 식사 여부 2 

17)스트레스와 섭취 관계 

18)스트레스 해소 여부 

19) 피곤도 

20) 성욕 정도 

설문Ⅱ 

객관식 

및 

3 점척도 

총 20 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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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험군 별도 진행 변수들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지표 

구분 조작적 정의 측정구분 설문항목

유용성 

1)프로그램의 유용성 

2)기능적 유용성 

1)정보학습 도움정도 

2)목표설정 도움정보 

3)진행관리 도움정도 

4)식이입력 편리성 정도 

5)칼로리확인 도움정도 

6)소모칼로리 산출 도움정도

7)운동칼로리 산출 도움정도

설문Ⅲ 

Likert 

5 점 척도 

총 7 개 

문항 

편리성 

1)사용편리성 

2)흥미 

3) 향후이용도 

1)사용편리성 

2)필요내용 충분성 

3)전송 비용 적절성 

4)내용흥미 정도 

5)시간제약초월성 

6)지속 이용 의향 정도 

7)타인 권고 여부 

 

설문Ⅳ 

Likert 

5 점 척도 

 

총 7 개 

문항 

이용횟수 1)이용횟수 객관식 총 1 개 

 

라. 설문 조사 방법 

설문지는 실험대조군 공동 설문과 실험군 독립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설문은 일반사항 문항 5 문항과, 생활습관 문항 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설문은 유용성과 편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험군에만 별도로 

실시하였다. 각각 7 문항식 총 14 문항과 이용횟수문항 1 문항 총 1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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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비만관리 시스템 

가.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휴대 할 수 있는 도구인 

핸드폰에 비만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또 실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탑재하는 것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스마트 다이어트라고 

명명한다. 스마트 다이어트는 사용자 관리와 다이어트 게임 그리고 

다이어트 플래너로 구성된다. 다이어트 게임은 퀴즈 형식으로 구성 

되어지며, 운동, 영양, 생활습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다이어트 플래너는 일상환경에서 섭취 및 소모한 칼로리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OX 퀴즈형태로 

제공하며, 매일 매일 운동을 통해 소모한 칼로리와 섭취한 칼로리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입력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핸드폰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핸드폰의 

운영환경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며, 해당되는 플랫폼에 맞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S, K, L 사 등 3 개의 통신사에 의해 무선통신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핸드폰 제조사에 의해 수많은 신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핸드폰 마다 표시되는 화면의 사이즈도 다양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관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38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40 *320 으로 대표되는 화면사이즈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내에서의 모바일 통신의 대표적인 전송방식으로는 wipi 가 있다. 이는 

정보통신부에서 핸드폰 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만든 규격이다. 통신사 

자체적으로는 SKVM 등 별도로 제정한 전송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S 사의 전송규격인 SKVM 이 적용되는 기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음식물 데이터 베이스는 총 608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관련 데이터는 81 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나. 비만관리 시스템 스마트 다이어트 개발 

비만관리 시스템은 jsbuilder 이라는 자바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하였으며, 개발의 편의와 모니터링을 위해 PC 상에서 돌아가는 

애뮬레이터를 운영하였다. 애뮬레이터는 핸드폰과 동일한 자판 및 키를 

제공하고 비슷한 화면 구조를 보여주어 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여기에 나열한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장면들은 PC 상의 

애뮬레이터에서 캡쳐한 것이다.  

처음 구동시 버전정보와 로고가 나오는 화면이 표현된다. 이 화면은 

기록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처음 구동시 해당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변동된 데이터가 없으면, 바로 다음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이어트 게임 또는 플래너에 기록된 데이터가 있으면 상단에 

전화기 모양의 아이콘이 부각된후 1~2 초후 사라진다. 이때 핸드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이다. 저장된 데이터가 없으면 전화기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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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도 데이터는 전송되지 않는다. 전송되는 데이터의 용량은 텍스트 

형태의 자료로서 1kb 내외가 된다. 총 A4 120 매의 스크립트를 가지며, 운동, 

식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개인별 칼로리를 산출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개발자와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를 별도로 아웃 소싱하여 약 2 달간 

작업하였다. 전체 기획 및 방향성 검증은 직접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기획서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작업과 프로그래밍 작업은 현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완성하였다. 

   

 

그림 13.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은 의료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단과 처방이 아닌 참조에 대한 명시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된다.  



 

40 

 

그림 14.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면책관련 공지사항 

 

이후 스마트 다이어트 메인화면과 선택을 위한 화면이 나오게 된다. 

메인화면에서 각각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서브 메뉴로 이동하게 되며, 

하단의 메뉴키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바로가기 기능이 

작동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5.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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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 화면에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시작한다. 사용자 등록은 

개인정보입력과 생활습관 설문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6.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사용자 관리 화면 

사용자 관리 화면에서는 총 21 개의 생활습관 관련 문항과 성별, 혈액형, 

키, 몸무게, 간식여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입력된 정보를 통해 

다이어트 게임과 플래너의 초기화면에 나오는 다이어트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다이어트 지수는 1000 점 만점으로 구성된 개인별 평가 점수로서 

건강설문과 표준체중의 정도 그리고 BMI 의 정도를 기준으로 만든 

점수이다. 비만관리를 통해 몸무게가 줄어들고 생활습관이 개선되면 이 

점수는 1000 점에 가까워 진다. 다이어트 지수는 흥미를 위한 개별적인 정도 

관리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알려진 산식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점수를 인지하도록 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비만관리를 

유도하도록 구성하였다. 건강설문은 다양한 생활습관 관련 문진을 

자체적으로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총 2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건강설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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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습관과 운동습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3 개에서 5 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만들었다.  

다음화면은 다이어트 게임을 진행하는 화면으로 총 3 개의 

OX 퀴즈군으로 구성되었다. 생활습관 퀴즈, 소모칼로리 퀴즈, 섭취칼로리 

퀴즈로 각각 서로 다른 문항을 DB 로 보유하고 있다. 생활습관 OX 퀴즈 는 

건강상식 또는 비만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소모와 섭취 칼로리는 남녀 기준으로 활동과 음식물을 먹었을 때의 

칼로리를 OX 로 맞추도록 구성하였다. 생활습관 퀴즈의 겨우 소모 및 섭취 

칼로리 맞추기 보다 난이도가 낮다.  

이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목표체중을 제시하였다. 목표 체중은 

현재체중에서 표준체중을 뺀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표체중에 도달하는 

시점을 6 개월로 잡아 무리한 다이어트를 진행하지 않도록 제한하였으며, 

감량목표는 한달에 최대 4kg 으로 하여 무리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17.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다이어트) 다이어트 게임 도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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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비만관리시스템(스마트다이어트) 다이어트게임 세부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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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사 및 운동량을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비만 클리닉에서도 정기적으로 식사일지와 운동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관리마인드와 의지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비만관리는 끓임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라 해도 다를 바 없다. 스마트 

다이어트에서의 다이어트 플래너는 핸드폰의 상시 휴대성을 활용한 

기능이다. 식사일지를 매일 작성 하라고 해도 사실 항상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식사시간 지나서 먹을 것을 회상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핸드폰에 먹을 것과 운동한 것을 입력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 플래너에서는 미리 내장된 DB 를 검색하는 것을 통해 입력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을 하면 내장된 음식 약 600 개와 운동 약 

100 개가 호출된다. 아래 위 키를 이용해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음식 또는 운동의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해당되는 음식과 운동이 호출된다. 

음식과 운동항목에는 해당되는 칼로리 섭취와 소모를 명시하였다. 음식물의 

경우 양은 1 인분을 기준으로 3 단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식물 

DB 는 한영실의 저서 쉽게 찾는 칼로리 북과 영양사학회의 음식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운동의 경우는 남성, 여성의 체중을 반영한 일상생활 

속의 칼로리 계산법을 활용하였다. 즉 80kg 을 가진 남자가 걷기를 할 때의 

칼로리와 여자가 걷기를 할 때는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 소모되는 칼로리도 

다르다. 이것을 응용하여 남자 여자의 분당 소모칼로리를 입력되는 

시간(분)에 따라 산출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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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식사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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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식사입력 누적 화면 

 

 

 
그림 21.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운동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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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입력 화면에는 운동타임 스톱워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핸드폰 자체의 기능상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했으나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하는 만큼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산에 해당되는 소모칼로리를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구성하였다. 운동타임 스톱워치는 운동입력에 사용된 

로직을 응용한 것으로 남성 여성의 체중에 따른 소모칼로리를 초당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걷기 시작했을 때 운동타임 스톱워치를 

누르고 30 분 후 걷기를 종료했을 때 운동타임 스톱워치를 정지하면 30 분간 

걷기 한 것에 의한 소모칼로리가 계산된다.  

 

 

 
그림 22.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운동타임 스톱워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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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타임 스톱워치 기능은 핸드폰 슬라이드가 닫혔을 때 정지된다.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개발비로 인해 슬라이드가 

닫혔을 때도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다.  

식사 및 운동 입력에 대한 총괄 칼로리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마이 페이지는 입력된 섭취, 소모 칼로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로서 오늘, 어제 1 주, 한 달간의 기록을 관리 할 수 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권장 칼로리를 기준으로 섭취칼로리와 소모칼로리의 차를 

계산해 준다. 차가 + 인 경우는 필요량 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섭취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가 – 인 경우는 부족하게 섭취하여 부족분을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에서 소모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23. 비만관리 시스템(스마트 다이어트) 마이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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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 클리닉 고객 대상 임상 실험 실시 

 

핸드폰에 탑재되는 프로그램은 통신사,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핸드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 통신사를 이용하는 

사용자중 핸드폰 화면 사이즈가 240*320 픽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만 클리닉으로 유명한 모 한방병원의 협조를 받아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험자 모집은 2008 년 3 월 31 일부터 실시하여 4 월 11 일 까지 총 

12 일간 진행되었으며, 실험기간은 2008 년 4 월 2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총 

6 주간 진행하였다.  6 주 후 체성분 검사를 추가로 받기 위해 약 2 주간의 

시간이 별도로 소요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을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두 군의 대상자 모두 임상실험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준수하였으며, 개인별로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병원의 간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설문서 배포에서 

동의까지 총 12 일이 소요되었다. 참여한 대상자들은 체성분 분석 검사인 

인바디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실험 종료 후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7 명에게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결과 예비 실험군으로 선정된 24 명은 

S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핸드폰이 최근 트렌드인 240*320 픽셀 

사이즈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으로 하였다. 이후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모바일 통신을 통하여 전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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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사용한 총 13 명이 최종적으로 실험군이 되었다. 최초 24 명을 

선정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3 명이 핸드폰 교체 등을 

이유로 번호 또는 통신사가 변경되어 자연적으로 탈락되었다. 또한, 남은 

21 명중 8 명은 변심으로 인한 프로그램 수령 거부, 프로그램 전송 및 

다운등 핸드폰의 기능 사용 불가, 비용발생에 대한 거부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실험군의 추가 모집은 병원의 환자 추가 동의 등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 13 명을 실험군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13 명의 인원 

중 유효한 체성분 분석결과를 2 회 제공한 인원은 총 10 명으로 전체의 

41.7%만이 유효한 데이터였다. 실제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모수로는 

작은 인원이 남게 되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에 영향을 주었다.  

모바일 프로그램을 설치한 군과 비설치군으로 나누게 되는 특성상 

잔여인원이 대조군으로 배정되었으며, 대조군은 비만 클리닉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비만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실험군은 비만 클리닉의 과정 

외에 모바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조군의 경우는 실험군과 

같은 인원인 24 명을 초기 인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이원중 시작 

시점과 종료시점에서 체성분 분석결과를 모두 제출 한 인원은 실험군보다 

한명이 적은 9 명이 있다. 결국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계 모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결과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감량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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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비만관리 시스템의 평가  

설문조사는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08 년 5 월 31 일부터 

6 월 15 일까지 총 48 명중 36 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실험군은 총 13 명 

대조군은 총 17 명이었다. 소요시간은 실험군은 인당 약 25 분 대조군은 

인당 약 15 분이 소요되었다. 수집된 설문은 일반적 특성과 항목별 비교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바일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6 주간의 임상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설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모집에 대한 제약사항으로 인해 총 

13 명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실험 전과 후의 체성분 검사를 

제출한 대상은 총 10 명이었다. 이들은 6 주간 비만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더욱이 임상실험 전후에 체성분 분석을 통해 진행경과를 

확인하였다. 대조군의 경우도 체성분 분석을 통해 진행경과를 확인하였다. 

체성분 검사와 개인별 생활 습관 설문도 병행하였다. 생활습관 설문은 

식습관 및 운동습관 등 총 20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6 주간의 전체를 대상으로 체성분 분석의 결과를 paired  t-test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체중과 BMI 의 경우 통계적으로 감량한 

것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체중은 감량되었고 

BMI 의 경우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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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체성분 분석결과 Paired t-test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t 값 Pr>|t| 

근육량 0.41 1.75 1.25 0.11 

체중 1.65 2.36 3.69 0.0005 

체지방률 1.2 2.62 2.48 0.0096 

BMI 0.64 0.92 3.65 0.0005 
 

 

체성분 분석을 통한 총 4 가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항목이 모두 

전보다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즉 체중의 경우 실험전보다 실험후 1.65k 이 

감량한 결과를 얻었다. 근육량의 경우 실험전보다 실험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P 값이 0.1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체중과 체지방률 그리고 BMI 의 경우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P 값이 0.05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실험군과 대조군 

두군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설문 응답에 따른 빈도와 비율은 40:60 이었다. 

대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20%가 많다.  직업군은 사무직이 전체의 46.67%를 

차지 했으며, 학생이 그 뒤를 이어 33.3%를 차지 했다. 기타는 주부와 판매 

서비스직으로 구성되었다.  

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는 전체의 53.3%가 정규직 임금 근로자였으며, 

학생 등으로 인해 비해당 되는 인원도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설문지에 응답하고 체성분 분석 결과가 2 회차분 모두 회수된 

경우에는 전원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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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에 있어서는 전체의 53.33%가 400~500 만원을 차지 했으며 가장적은 

비율은 800 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비율이었다. 주거형태는 단연 

아파트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및 기타의 순이었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 평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가에 

해당되는 응답은 전체의 60%가 일주일에 2 회 이하를 한다고 답변했으며, 

실험군의 경우 이 비율이 50%인 반면, 대조군의 경우 66.67%가 차지 

하였다. 다음 순위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많아. 비만 클리닉의 회원들도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문의하는 설문에는 보통과 활동적이 대세를 

이루었다. 실험군의 경우 활동적인 사람들의 비율이 50%로 대조군의 

44.4%보다 다소 높았다. 규칙적인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체의 40%가 

걷기, 달리기등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흡연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여성적인 특성과 다이어트를 하는 부류로서 안 피운다가 대세를 이루었다. 

반면 음주에 대해서는 한 달에 1~2 회가 전체의 66.67%를 차지했으며 

실험군의 대부분인 83.3%도 한달 1~2 회를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의 66.67%가 할 수 잇다고 

답했으며, 대조군의 경우가 실험군보다 높은 77.78%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응답자의 50%만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후 7~20 번의 문항은 섭취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폭식하는 습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46.6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전체의 20%만이 자주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54 

실험군의 33.3%가 자주 폭식을 한다고 답변한 반면 대조군의 11.1%만이 

폭식을 자주 한다고 답변하였다. 현대인의 경우 식사가 매우 불규칙적이다. 

전체의 73.3%는 식사가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6,7%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먹을 것을 보면 항상 먹는다는 전체의 

66.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음식광고를 보았을 때도 66.7%는 

반응이 없었다.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결과 였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기호는 전체의 53.3%가 좋아하지 않았으며,단지 

6.7%만이 좋아한다고 답변하였다. 물보다 탄산음료등 기호식품은 전체의 

80%가 기피하였다. 좋아하는 음식의 경우 전체의 46%가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는 것에 답변하였으며, 저녁식사량도 평상시와 비슷하게 식사하는 

것이 전체의 53.33%로 과반수를 넘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것을 

찾는가라는 질문에는 46,67%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전체의 13.3%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아침을 거르는 

경우는 가끔이 전체의 60%였으며, 평소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는 비율은 

가끔이 53.3%를 차지 하였다. 아침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는 전체의 40%가 

가끔에 응답하였고, 성욕이 감소하였다는 전체의 8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임상에 참가한 모든 피험자는 임상 실시전의 체성분 검사와 임상 

종료후의 체성분 검사 등 총 2 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 BMI, 체지방, 근육량 등 신체적인 구성의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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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대조군의 공통 설문 외에 실험군의 프로그램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설문이 총 10 개로 진행되었다. 실험군을 위한 설문은 크게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유용성 평가 7 항목, 휴대폰 프로그램 운영의 유용성 

평가 설문 7 항목, 사용횟수, 총평 등 총 16 개 항목을 가지고 실시 하였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11. 비만관리 프로그램 유용성 설문 항목별 평균점수 

NO 설문항목 평균점수 

1 정보학습 도움 정도 3.5 

2 목표설정 도움 정도. 3 

3 진행관리 도움 정도. 3.3 

4 식이 입력 편리성 정도. 3 

5 칼로리 확인 도움 정도. 4.2 

6 소모칼로리 산출 도움 정도. 3.7 

7 운동칼로리 산출 도움 정도 3.7 

 

5 점 척도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 응답한 사람의 전체 평균은 

3.48 점으로 3.48 점을 넘어서면 평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식이 섭취 입력이 

편리하였는가 하는 항목에는 평균보다 낮은 3 점을 기록했다. 특히, 식이 

섭취의 입력 편의성에 있어서는 본인이 섭취한 음식물 DB 가 없었던 것에 



 

56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었다. OX 퀴즈 형태로 구성된 비만관리 학습 

기능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미미하게 높은 3.5 점을 나타냈다. 반면, 

소모칼로리 계산과 운동관련 칼로리를 즉시 확인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67 점으로 평균보다 0.2 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에 대해서 

칼로리를 확인하는 것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했던 것은 음식물의 칼로리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것은 전체평균보다 0.69 가 높은 것으로, 섭취칼로리 확인 

기능은 모바일 통신기능이 구현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비만관리 시스템 편의성 항목별 평균점수 

NO 설문항목 평균점수 

1 사용 편리성. 3.7 

2 필요 내용 충분성. 3.3 

3 전송비용 적절성. 3.7 

4 내용 흥미 정도. 3.7 

5 시간 제약 초월성. 4.7 

6 지속 이용 의향 정도. 3.5 

7 타인 권고 여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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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통신 기반 비만관리 시스템은 스마트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전체 평점은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전체 평점인 3.48 보다 0.26 높은 3.73 점으로 높았다. 특히 여기서 다른 

문항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총 문항 7 개 중에서 1 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6 개 문항이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보다 높은 한 개 문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의미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항목은 스마트 다이어트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이다. 이것은 모바일 통신 기반의 시스템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에 가장 크게 

사용자들이 어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각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만관리를 학습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3.33 점으로 전체 평균대비 0.4 점이 낮았다. 

다음으로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 할 것이다가 3.5 점을 점을 

차지 했다. 반면 스마트 다이어트를 다른 사람에게 권할 것이다 는 

3.67 점으로 본인의 이용의지보다 높게 나왔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전송비용인 1500 원 선의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은 3.67 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인 재미 있었다와 사용하기 

편리했다는 질문에도 3.67 점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사용 횟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전원이 모두 주 1~2 회를 응답하였다. 이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58 

V. 고찰 

모바일 통신 기반 비만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임상실험을 통해 실시했다. 기존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체중감량은 보여주지만 지속적인 체중감량이나 건강상태 향상을 수치화 

되게 보여주지 못했다(Tufano 등, 2005). 다양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효과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향상된 정도를 

수치화 해서 나타낸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바일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상 휴대하는 도구의 특성상 쉽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PC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의 

인터넷 접속비율이 72.5% 이를 정도로 매우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Ishii, 

2004). 핸드폰을 이용한 비만환자관리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핸드폰의 인터넷 이용 기능을 활용하여 70 일간 BMI 가 

30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를 실시한 결과 체중, 복부둘레, 

운동수준에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었다(Morak 등, 2008).  

기존 연구에서는 비만관리 환자를 관리하는데 모바일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핸드폰의 인터넷 연동 기능을 이용한 연구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본 연구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서버와 연동되어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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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웹으로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기능으로 비만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 하기도 하고, 식이와 운동을 직접 핸드폰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문자 메세지 전송기능을 이용한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BMI 25 이하의 정상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동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컨텐츠를 문자와 메일로 주 1 회 발송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초기 방문시 영양상태, 운동에 대한 평가, 비만의 원인에 

대한 사정과 체중 등 기초적인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총 3 개월이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참여자의 2/3 이상이 복부둘레 5~7.5cm 감소하였으며 

다른 지수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Joo 등, 2007). 

앞서의 연구에서도 핸드폰의 전송기능인 문자 메세지와 보조적인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순수한 핸드폰의 기능을 활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연구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만관리를 위한 정보와 동기부여를 진행한 

결과 감량효과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임상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비만 클리닉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 전후의 

체성분 변화와 설문을 통한 유용성 과 필요성을 평가하였다.  

비만 클리닉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는 총 48 명이 참석하였다. 

초기 48 명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24 명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인 의지로 스스로 설치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이 가볍게 판단되었다. 실제 실험군중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설치한 인원은 13 명으로 실험군의 54.1%에 해당되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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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원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결과 총 24 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실험군으로 자격이 유지된 사람은 13 명이 되었다. 이 인원중 실험기간인 

6 주동안 비만 클리닉을 내원하고, 체성분 분석결과를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2 회 제공한 인원은 총 10 명으로 이는 최초 인원의 41.7%였다. 통계를 위한 

모수가 작아진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6 주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후 기본 설문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게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설문은 실험군에만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한 5 점 척도에서 사용자는 평균 3.48 점을 

주었으며, 그 중 식사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장 높은 점수인 4.17 점을 

부여 하였다. 또한 비만관리 시스템의 편의성에 관련한 질문에서는 평균 

3.73 점으로 유용하다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그중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4.67 점으로 응답했다.  

각각의 생활 습관 설문등을 통해 여러 각도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 여건의 제한으로 인해 특정 통신사 및 특정 화면 

사이즈 이상을 갖는 핸드폰의 이용자만 실험군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시장 

장악력이 큰 통신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결론적으로 실험군의 전체 모수를 콘트롤 하는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모바일 통신을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측면에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지 않은 여파로 실질적인 실험군은 총 

13 명이었으며, 이중 유효한 체성분 분석결과를 제시한 대상은 총 10 명으로 

통계분석에 적절한 모수가 모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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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그램 개발 기한의 촉박으로 인해 버그가 적은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해, 배포된 프로그램 버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고객에 배포된 

프로그램은 총 2 차에 걸쳐 배포하였다. 실제 동일 버전으로 1 차에 걸쳐 

배포하고 관리하였어야 하나. 중대한 버그가 발견되어 수정된 버전을 다시 

배포하였다. 이 상황에서 핸드폰에서 입력된 정보가 서버로 전달될 때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관리인력의 운영이 불가하여 서버로 전송되어진 정보의 

피드백을 통한 비만관리 상승효과를 누릴 수가 없었다. 이는 모바일 통신의 

장점인 양방향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데스크탑 PC 는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Ishii, 

2004)는 선행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핸드폰은 항상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생산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질병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모바일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Cheng 등, 2002)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모바일의 다양한 관리 기능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항상 휴대할 수 있으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활용은 pc 등 그 어떤 매체보다 휴대폰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함에 따라 모바일 통신 기반 비만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다양한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비만 관리 툴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용자의 요구를 개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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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유의견을 접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이 입력 기능에서 음식물 데이터 베이스의 용량을 확장하고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이 안되어 있는 음식이라도 입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력 기능을 제공한다.  

둘째, 입력된 정보를 관리하고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 식사와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등에게 

피드백 받는 것이 동기 부여도 될 뿐 아니라 비만관리에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서버로 전송된 정보는 관리자가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 하는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핸드폰에 입력 누적 관리되는 기능을 개선한다. 날자와 시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간 기록을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핸드폰 

자체에서도 일주일, 한 달간의 진행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입력관리를 원할 하게 하기 위한 입력 취소 및 정정 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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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비만 및 과체중을 개선하기 위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모바일 통신을 기반으로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핸드폰에서 설치 운영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버를 구축 운영하고 이를 비만 클리닉의 고객을 대상으로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모바일에서 구동 운영되는 비만관리 시스템에 운영된 다이어트 

게임과 식이 및 운동을 입력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플래너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24 시간 회상법 등 

기준 식이 운동 입력의 불편을 해소한 다이어트 플래너의 경우 식사하면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 즉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군다나 비만관리 

측면뿐만이 아닌 유비쿼터스적인 핸드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으로 

확대 운영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즉, 리서치를 위한 모바일 리서치 시스템을 개발 할 경우 사용자의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대상군별 

연령별, 성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만관리 기능만이 아닌 상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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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해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초기 가설이 기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서버에서 영양사등 의료진이 직접 관리해 주는 기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실제 핸드폰에서 피드백된 정보를 영양사가 바로 

피드백하고 관리해 주면 실제 비만 클리닉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지가 

함양되고 본인이 섭취한 것에 대한 기록 관리가 실시간으로 되어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영양사의 피드백을 연구중에 

도입하지는 못했다.  

비만관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이다. 개인의 

의지는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코칭에 의해 더욱 함양될 수 있다. 또한 잘 

기억나지 않는 식사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서 식사시마다 

바로 입력을 해서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영양사나 의료진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기에 음식물의 종류를 

관리하는 한계가 있는 폐쇄적인 DB 구조보다는 일정량의 데이터 베이스를 

설치하고 없는 음식물의경우에는 이름을 전송하는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기간의 한계로 구현하고자 했던 다양한 기능을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우선 입력한 데이터를 충실하게 핸드폰에 기록 관리해서 

자신의 다이어트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했었다. 또한 

앞서 제시한 것처럼 비만 클리닉의 의료진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 

해주는 기능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내내 아쉬웠다. 아무쪼록 새로운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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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본 연구를 통하여 비만관리외 다양한 산업군으로 그리고 온오프라인이 

상호 연계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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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비만 클리닉 간호사를 위한 안내 자료> 

 

< 안내 및 설명자료 > 

 

본 자료는 간호사님을 위한 설명 및 안내 자료입니다. 

고객 안내시에는 “피험자 설명문”과 “피험자 동의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보관리학을 전공중인 

이원복입니다. 본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행을 지원해 주신데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 설명문은 청구 경희 한방병원의 

비만 클리닉을 내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하시도록 

안내하기 위한 설명 자료로서 간호사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본 연구는 핸드폰에 탑재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논문제목은 “핸드폰을 활용한 다이어트 게임의 개발 및 

평가”입니다. 핸드폰용 다이어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핸드폰에 탑재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하나는 다이어트 게임부문으로서 생활습관 및 운동과 

섭취시의 칼로리를 알아보는 퀴즈형태의 게임입니다. 다른 부문인 

다이어트 플래너 부문은 소모 및 섭취한 칼로리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래너는 개인의 체중과 키 및 성별에 따라 

자동으로 제시되는 목표에 따라 통합 관리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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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피험자 설명문을 통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는 전부 기재하여야 하며, 

핸드폰 모델명은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핸드폰 

모델명은 배터리를 빼면 핸드폰 바닥 면에 기기의 명칭 및 

모델명이라고 하여 영문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을 피험자라 하며, 피험자는 제공된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퀴즈 형태의 게임을 통해, 

생활습관 및 운동과 식사관련 지식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플래너를 통해 운동 칼로리와 섭취 칼로리를 계산하고 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타임스톱워치라고 하는 것은 걷기, 

달리기 등 4 개 부문의 운동을 약하게, 보통, 강하게의 3 단계로 

선택하면 운동한 시간 동안의 본인의 체중과 키에 부합되는 

소모칼로리를 산출해 주는 일종의 스톱워치 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분들의 체성분 분석(인바디검사)은 연구의 처음과 

끝 두 번의 정보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피험자께는 본 프로그램의 무상 제공합니다.(연구 

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군 25 명 대조군 25 명으로 

총 인원은 50 명입니다. 

 피험자가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동의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때 

설명문과 동의서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피험자가 동의한 후 개별적으로 연구자인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해 드립니다. 이때 문자전송과 유사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 지고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의 핸드폰에 전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진행은 제가 하겠사오니 문의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게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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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이며, 진행하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시는 간호사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전공 이원복 드림 

010-2305-7035 

lee@wonbok.net 

 

< 간호사님께서 하실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비만 클리닉 내원자들에게 피험자 설명문과 동의서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2. 동의서 작성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3. 피험자 동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동의서 복사본과 설명문 원

본을 1부 피험자에게 제공합니다. “동의서 원본”은 연구자

가 수령해야 하오니, 고객께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4. 향후 동의 전후 및 6주 전후의 체성분 검사결과를 연구자에 

알려 줍니다. 

5. 문의나 궁금증은 연구자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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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핸드폰을 활용한 다이어트 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 검증하는 것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까? 

: 핸드폰 내에 탑재되는 프로그램은 핸드폰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구동하는 일종의 게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도 내재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연구에 참여하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됩니까? 

: 연구에 참여하신 개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되어 지며, 

절대로 연구외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적인 유의성 분석만이 진행 됩니다. 

4. 참여시 혜택은 무엇입니까? 

: 참여하신 분들께는 본 프로그램의 영구 무상 사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5. 참여후 피험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퀴즈 형태의 다이어트 게임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일 운동 및 식사 등을 핸드폰의 

다이어트  

플래너에 잘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되는 운동이나 식사가 없을 때는 임의값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6. 프로그램의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 프로그램 설치는 동의서를 제출하신 후 연구자가 피험자께 

연락을 드려서 핸드폰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이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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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할 필요성은 없으며 핸드폰에 문자전송과 같은 형식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이 때 일부 통신비 및 데이터 전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및 데이터 수신비용은 부담해 

드리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7. 참여 철회는 어떻게 합니까? 

: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참여를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 

과정은 연구자가 직접 연락을 드려 조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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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피험자 설명문> 

< 피험자 설명문 > 

 

제목: 핸드폰을 활용한 비만관리의 지원적 효과 검증 

(논문제목: 핸드폰을 활용한 다이어트 게임의 개발 및 평가)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으로서, 항상 휴대하는 

도구인 핸드폰을 활용하여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이어트게임(퀴즈형태)”과 운동 및 식이 섭취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이어트플래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게임은 퀴즈 형식으로 구성 되어지며, 운동, 영양, 

생활습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플래너는 일상환경에서 섭취 및 소모한 칼로리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집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핸드폰 내에 탑재되는 것으로 “스마트 

다이어트”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OX 퀴즈형태로 제공하며, 매일 매일 운동을 통해 

소모한 칼로리와 섭취한 칼로리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입력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비만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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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원내의 진단과 처방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비만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SKT 통신사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그룹과 기타 통신사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SKT 통신사 그룹은 연구 시작과 함께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기타 통신사 그룹은 연구 종료 

후 스마트 다이어트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기간은 총 4 주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해 

드립니다.  

본 연구는 청구 경희 한방 병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됩니다. 

연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는 이원복(010-2305-7035, 

lee@wonbok.net)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 

되십시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이  원  복 드림 

2008.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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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피험자 동의서> 

< 피험자 동의서 > 

본인은 핸드폰을 활용한 비만관리의 지원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에 대해 연구목적, 방법, 기대효과 등 필요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8 년    월    일 

피

험

자

성  명 (서명) 

성  별 남          여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생 

주  소  

연락처
핸드폰: 

메  일: 

핸드폰
SKT,        KTF,       LGT 

모델명: 

* 서명은 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 생년월일, 주소는 통계분석상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통신사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 모델명은 배터리를 뺀 핸드폰 바닥면에 있습니다.  

 

연구

자 

성  명 이    원    복  

연락처
핸드폰: 010 – 2305 – 7035 

메  일: lee@ wonbo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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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활용 안내>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활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는 

이원복입니다. 

핸드폰을 활용한 다이어트 게임의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것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으로서, 항상 휴대하는 

도구인 핸드폰을 활용하여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이어트게임(퀴즈형태)”과 운동 및 식이 섭취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이어트플래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게임은 퀴즈 형식으로 구성 되어지며, 운동, 영양, 

생활습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플래너는 일상환경에서 섭취 및 소모한 칼로리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집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핸드폰 내에 탑재되는 것으로 “스마트 

다이어트”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OX 퀴즈형태로 제공하며, 매일 매일 운동을 통해 

소모한 칼로리와 섭취한 칼로리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입력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연구는 병원내의 진단과 처방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비만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SKT 통신사 핸드폰을 



 

78 

사용하시는 그룹과 기타 통신사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SKT 통신사 그룹은 연구 시작과 함께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기타 통신사 그룹은 연구 종료 

후 스마트 다이어트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기간은 총 4 주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오며, 

아무쪼록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이어트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본 프로그램은 지원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플래너는 매 식사 때마다 충실하게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섭취한 칼로리를 알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다이어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입력 하신 결과는 향후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핸드폰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일부 오작동 등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신 점은 언제라도 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전송 받을 경우 일부 데이터 전송비용이 

발생하오나 테스트 해본 결과 정액제 요금에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약 1,000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액제 요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작은 비용이나마 참여해주신 

분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오나, 게임 등을 처음 핸드폰에 다운 받을 

때 발생하는 원천적인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저는 175CM 에 몸무게가 88KG 입니다. 작년 

99kg 을 넘어 0.1 톤으로 달려가던 것에 자극 받아 본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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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했으며, 현재 11kg 을 감량한 상태입니다. 향후 13kg 을 추가로 

감량하여 75kg 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적용된 개념은 제게 직접 적용해본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매일 먹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칼로리북을 들고 다니면서 섭취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너무도 불편했습니다. 운동 한 것을 기록하고 소모 칼로리도 

계산했습니다. 이 또한 너무도 불편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이 본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는 식사 후 바로 핸드폰을 열고 제가 먹은 

것은 찾아 입력합니다. 즉시 입력하므로 무엇을 먹었는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아주 빠른 시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다이어트는 분명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국 최고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청구 경희 

한의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의료진에 의한 

최상의 진료와 지원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이어트로의 

성공의 길에 들어서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스마트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관리 도구를 갖게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에서 관련 정보는 통계를 위해서만 활용 되어지며, 개인의 

정보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제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은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고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80 

본 프로그램은 연구가 끝나더라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멋진 

연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전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기원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이   원   복 

010-4707-8815 

010-2305-7035 

Lee@wonbo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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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사용매뉴얼>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사용법 

 

１ 설치 

 

가) 핸드폰 제약 사항 

①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상용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직 모든 핸드폰 기종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핸드폰은 적용대상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핸드폰의 

특성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통신사는 현재 SKT 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통신사마다 프

로그램을 전송하고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 연구

의 목적상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③ 핸드폰의 화면 사이즈는 240*320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와 다른 화면 사이즈의 경우 화면의 일부가 잘리거나 여

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 프로그램의 전송 

① 프로그램은 SKTVM이라는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이는 통신

사의 데이터 전송방식입니다.  

② 프로그램 전송은 문자메세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귀하께 

전송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신후 설치하겠냐는 메시지에 

설치를 선택해 주시면 핸드폰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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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종료하면 프로그램 전

송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③ 프로그램의 전송시 및 활용시에는 데이터 전송료가 발생

합니다. 데이터 정액 요금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정액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께는 총2,000~2,500원 정도의 요금이 부

과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처

음 설치 이외 실행할 때마다 잠시 서버와 통신이 이루어 

지지만 이때의 데이터 용량은 1~2kb로 매우 용량이 작아 

비용 발생이 크지 않으며, 초기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다

운로드 할 때 비용이 발생됩니다.정액제 요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용제한 용량내에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④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잠시 서버와의 통

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소요되는 데이터량은 1~2kb 정

도의 용량으로 1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２ 실행 

 

가) 프로그램 실행 위치 

① 정상적으로 설치된 경우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MPlayon내에 위치합니다. 

 

나) 프로그램 실행 

① 방향키와 확인키를 이용하여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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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② 실행이후 메뉴 줄의 안내에 따라 키를 누르시면 작동이 

됩니다.  

 

３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가) 사용자 등록 

① 사용자 등록과 수정에서 확인을 누르면 초기데이터를 호

출하는 데 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확인을 누르시

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② 사용자 등록은 수정과 신규등록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신규등록을 이용하여 자신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령을 

만 나이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질문에 

본인의 경우라고 생각되시는 항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④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사용자 관리 메뉴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⑤ 다이어트 지수는 1000점 만점입니다. 초기 설문에 입력된 

데이터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체중이 감량되면 다이어

트 지수가 올라갑니다. 진행하시면서 변화된 체중을 입력

해 주세요. 체중이 감량이 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나) 다이어트 게임 

① 게임의 초기화면에 나오는 감량 목표는 월별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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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중을 6개월 내에 가기 위한 월별목표입니다.) 

② 다이어트 게임은 OX 퀴즈 형태로 생활습관의 상식과, 운

동 및 음식물의 칼로리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시더라고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생활속의 칼

로리와 생활습관에 대한 지식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③ OX퀴즈는 생활습관과 다이어트 관리를 위한 일반 상식 문

제들이 ox 퀴즈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섭취칼로리 맞추기는 음식물의 종류별 칼로리를 OX 퀴즈 

형태로 맞추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⑤ 소모 칼로리 맞추기는 생활속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칼로

리를 OX 퀴즈 형태로 맞추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⑥ 다이어트 게임은 제한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풀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출제 됩니다. 반복적인 학습

을 통해 본인의 지식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이어트 플래너 

① 다이어트 플래너는 칼로리 기록장입니다. 섭취한 음식물

의 칼로리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소모한 칼로리를 

자신의 몸무게와 맞추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식사입력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선택한 뒤 개인이 

섭취한 음식물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검색후 섭취량을 확

인하면 해당되는 칼로리의 근사치를 계산합니다. 매 식사 

때마다 입력하시면 효과적인 칼로리 관리를 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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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동입력은 생활속의 활동량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소모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종목을 선택하

신 후 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소모된 칼로리를 

계산해 줍니다. 

④ 운동타임 스톱워치는 현재 부분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

습니다. 생활속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고 시작

을 누르면 해당되는 운동을 하는 시간만큼의 소모칼로리

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핸드폰을 닫으

면 작동이 멈추게 되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⑤ 식사 및 운동은 마이페이지에서 권장량과 함께 실제 입력

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에러관리 

① 본 프로그램은 상용버전이 아니며, 연구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추후 좀더 완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

공해 드리겠습니다.  

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와 에러에 대한 부분은 제게 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알려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③ 운영 중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조치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이원복(010-4707-8815, lee@wonbok.net)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당일 내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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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저작권 및 권리 

가)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모든 권리는 이원복 제게 있으며, 

무단 전제 및 배포는 허용되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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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설문지> 

 

모바일 통신 기반 비만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 과정에 있는 이원복입니다.  

지난 4 월경 핸드폰에 내장된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관련 연구에 

참여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모바일 통신기반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실명이나 기타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편한마음으로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임교수 채영문 

부심: 호승희교수, 김석일교수 

연구자: 이원복(010-230-7035) 

 

<응답자 기재란>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  

통신사  
직전 한달 전후

핸드폰 교체 
예   아니오 

※ 핸드폰교체는 직전 한달 전후로 핸드폰 교체시 √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 하시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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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기업인, 경영직  2 공무원, 군인  

3 사무 및 기술직  4 판매 및 서비스직  

5 생산, 기능, 노무직  6 전문직(교수,의사,변호사등)  

7 자영업자  8 학생, 재수생  

9 주부(집안일, 가사)  10 무직  

11 기타  12 모름  

 

2.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임금 근로자  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종업원 있는 고용주  4 종업원 없는 고용주  

5 무급가족 종사자  6 비해당  

7 모름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재학생은 현재 학력으로, 중퇴는 전학력을 기재 바랍니다.(예 대학 

재학 중은 대학 졸업으로 대학 중퇴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함)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6 대학원 이상  

7 모름 8   

 

4. 월 평균 가구소득(본인 포함 모든 동거가족의 수입 총합)은 얼마나 

됩니까 

1 100 만원 미만  2 200-199 만원  

3 200-299 만원  4 300-399 만원  

5 400-499 만원  6 500-599 만원  

7 600-699 만원  8 700-799 만원  

9 800 만원 이상  10 모름  

 

5. 지금 살고 계신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  4 기타  

5 모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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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생활습관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본인과 가장 가까운 

문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소 운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2회 이하 한다. 

③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 

 

2. 일상생활 활동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거의 없음 

② 보통 

③ 활동적 

④ 매우 활동적 

 

3.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면 종목을 알려 주세요.  

① 하고 있지 않음 

② 헬스 에어로빅 

③ 구기종목(축구, 배구 등) 

④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등 

⑤ 권투 등 격투기 

⑥ 기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 

 

4. 흡연여부를 알려 주세요 

① 안피운다 

② 예전에 피우다가 지금은 끓었다. 

③ 하루 한갑이하 

④ 하루 한갑이상 

 

5.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안마신다 

② 한달에 1~2 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 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6.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아님 

② 보통  

③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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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전혀그렇지않다 가끔 자주 

NO 문항 1 2 3 

7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     

8 식사가 불규칙적이다.    

9 먹을 것이 보이면 항상 먹는다.    

10 음식광고를 보면 꼭 먹고 싶어 진다    

11 패스트 푸드를 선호한다    

12 물보다 주스나 탄산음료를 즐긴다    

13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14 저녁식사량이 가장 많다    

15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것을 찾는다    

16 아침을 자주 거른다    

17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다    

18 평소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한다    

19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렵다    

20 성욕이 감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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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핸드폰으로 운영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들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KT 통신사을 이용하시면서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핸드폰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아래에서 스마트 다이어트라고 명명합니다. 

5 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에 매우 그럴 경우는 

“5”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O 문항 1 2 3 4 5 

1 
스마트 다이어트는 비만관리 정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2 
스마트 다이어트는 비만관리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3 
스마트 다이어트는 비만관리를 위한

진행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4 
스마트 다이어트는 식이섭취 관련 입력이

편리하였다. 
     

5 

스마트 다이어트는 음식물의 칼로리를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어 음식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 

     

6 
스마트 다이어트는 소모칼로리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스마트 다이어트는 운동관련 칼로리를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어 운동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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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마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5 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에 매우 그럴 경우는 

“5”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O 문항 1 2 3 4 5 

1 스마트 다이어트는 사용하기가 편리하였다.      

2 
스마트 다이어트는 비만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였다. 
     

3 데이터 전송 비용은 적절하였다.      

4 스마트 다이어트의 내용이 재미있었다.      

5 
스마트 다이어트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6 스마트 다이어트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7 
스마트 다이어트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것이다. 
     

 

 

스마트 이용횟수 

 

1. 매일         2. 주 1 회 이상         3. 2 주 1 회 ~ 2 회          4. 

월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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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도에 탈락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참가자에 해당하는 

설문입니다.  
 

NO 문항  

1 프로그램 사용 비용  

2 기능이 불편함, 어려움  

3 프로그램 내용  

4 프로그램 접속  

5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피드백)  

6 제품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됨  

7 프로그램 오류  

8 기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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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and valuation for Obesity control program 

through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platform 

 

Won-Bok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D.) 

 

Overweight adults are at higher risk for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nd high cholesterol, as well as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 to response to this epidemic, a Mobile-based, activity-

contingent game for obese adults was observ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 Mobile-based nutrition education game for adults who 

are obese with the visit frequently the clinics during 6 weeks.  

The game promotes physical activity and dietary treatment through 

the use of cell phone game that was named by Smart-Diet. The 

constructed of Smart-Diet was indexed by true-false quiz game, diet 

planner, and user mode. The true-false quiz was the information 

offered, diet planner showed daily caloric intake, and user mode was 

administration function. The input data of Smart-Diet were transmitted 

the database server using the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at daily 

routine.  

The conducted a clinical trial in which obese adults was 

randomized to groups that either played the game (Control Group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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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e adults) or that monitored only (Intervention Group – 13 obese 

adults). This study measured weight, fat cell rate,  Body Mass Index 

(BMI), and research questionnaire items (included general, behavior, 

etc) at starting point and after 6 weeks later. The control and 

intervention group was analyzed by statistic program by SAS 9.0.1.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was decreased tendency in general 

weight, BMI and fat cell rate. The research questionnaires items 

result were interested in behavior.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high rate decreased weight effect by frequency in use of cell phone 

game.  

This study showed that activity-contingent games, likely to Smart-

Diet, may have the potential to facilitate increased physical activity 

and information offered in obese adults.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Keyword: Obesity Management system, Mobile, diet game,  

diet management, weight loss, health behavior, 

behavior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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