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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SNS를 이용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습관 및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합병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즉, 비만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정보 업로드와 입력정보의 조회가 쉽지 

않아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체중관리를 

위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두루 갖춘 비만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인 SNS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만관리 시스템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비만환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함으

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비만관리를 하도록 한다. SNS의 대표적인 

웹사이트인 facebook은 스마트 폰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해마다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만관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를 평가하고, inPHR 온라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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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체험하여 두 서비스의 장단점을 분석했

다.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는 국내 웹사이트 4개(건강인, 건강길라잡

이, 건강샘, inPHR)와 국외 웹사이트 3개(PatientsLikeMe, CureTogether, 

DailyStrength)를 선정하였다. 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웹사이트는 식사

와 운동에 관련된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국외 웹사이트는 자신과 같은 

환자를 찾아주는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하나인 inPHR과 SNS 중 대표적인 

facebook을 이용하여 두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성인 총 30명을 대

상으로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4주 간 동

시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inPHR 다이어트 서비스는 

자신의 식단과 운동량 입력 및 확인이 편리한 반면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고,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는 실시간으로 정보 입력과 공유 

및 피드백을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데이터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병합하여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음식과 운동의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

식을 도입하며 전문가의 참여, 사생활 보호, 맞춤형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 게

임을 추가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한 비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핵심 되는 말 : 비만, 비만관리,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 SNS, inPH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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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양의 과잉 섭취, 

활동량 감소로 비만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제4기 3차년도(2009) 결과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비만 유병율(만19세 이상)은 전체 31.9%로 1998년 26.0% 보다 

급증하였으며 남자 36.2%, 여자 27.6%로 남자가 여자보다 8% 정도 높았고, 

남자는 50대, 여자는 60대에서 가장 높았다[1]. 현재 한국의 비만관련 

시장은 현재 12조원 정도로 커져 있고, 해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은 보건의료체계의 이용을 

증가시키며 총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2].

  또한 비만은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당뇨병, 심혈관질환, 담낭질환, 

대장암과 유방암과 같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이와 같이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규정하였다[4]. 이처럼 비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다른 질병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비만의 예방 및 관리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중관리는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인 비만관리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비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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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라는 명목 하에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친 결과 신체균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 판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제품과 함께 광고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든, 

저지방 다이어트든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5]. 더욱이 진정한 비만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비만관리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전문가와의 상담, 입력정보의 조회, 음식과 운동, 

체중의 업로드 등이 쉽지 않아서 활발한 활동이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비만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오늘날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twitter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6]. 의료 

분야에서도 소셜미디어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소셜미디어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민의 3분의 1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동료 환자를 찾고 증상을 

공유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의사의 60%는 의료 전문적인 용도로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7]. 최근 스마트 

폰의 도입 등으로 소셜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환자와 의사 등 참여 

주체들의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소셜미디어가 진화 발전하고 있다[8]. 따라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비만관리는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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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와 최근에 활성화 되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비만관리 서비스를 실시해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자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는 

상호 협력 비만관리 서비스는 비만관리에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는 것에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성을 갖고 효과적인 비만관리를 지원하는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중 inPHR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이어트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inPHR의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점인 가입자끼리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SNS의 하나인 facebook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케 함으로서 inPHR의 비만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온라인 비만관리를 개선함으로 비만에 관련된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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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비만

2.1.1 비만의 개념

  비만 또는 비만증은 사람의 몸무게가 지나치게 나가는 것을 통틀어 부르

는 낱말로서 병리학적으로는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정한 이른바 표준 

몸무게 기준치(BMI: Body Mass Index)가 30 이상인 경우에 비만증이라

고 일컫는다. 대부분의 경우, 비만이면 체중이 정상치보다 많이 나가는 것

을 뜻하지만, 체중이 그다지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몸의 구성 성분 중 체

지방 비율이 높은 것도 비만이라고 한다[9].

2.1.2 비만의 현황 및 실태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65억 명의 인구 중 

과체중 이상의 비만인이 10억 명으로 파악되어 8억 명에 달하는 영양부족 

인구를 넘어서고 있다. 과체중 인구 중 3억 명이 비만이며 250만 명이 비

만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을 질병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은 비만을 국가 보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실

정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2005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비만인구는 지난해 32.4%(남자 36%, 여자 29.9%)로 지난 1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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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1.6배(남자 2배, 여자 1.3배)나 증가하였다[10].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비만 예방과 관

리를 위한 다이어트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비만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비만의 주요 합병증인 당뇨, 심장병, 대장

암, 유방암 유병율 및 진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은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의 비율은 60~70% 수준까지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0].

2.1.3 비만 관리

  비만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어왔다. 비

만관리 즉 다이어트는 영향을 주는 요소인 운동, 영양, 생활습관, 성별, 연

령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질환에 따른 비만

인 경우를 제외하면 비만인의 경우 생활습관에 따른 운동과 영양의 불균형

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만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운동과 영양

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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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으

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만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11].

2.1.4 비만관리방법

  비만의 관리 항목으로는 음식물 섭취, 칼로리 소모를 위한 운동,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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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에 대한 마인드와 정보가 있다. 기존의 비만관리방법으로 첫 번째, 

음식물 관리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식이요법이라 하며, 두 번째 

운동을 통해 소비 칼로리를 증진시키는 운동요법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

정이다. 세 번째,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행동 수정요법

이 있고 네 번째, 식욕억제제 등 약물을 통한 치료방법인 약물요법과 다섯 

번째, 수술을 통해 비만을 제거하는 수술요법이 있다[11].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건강관리인 건강 소셜 네트워크가 새로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12]. 건강 소셜 네트워크

의 비만관리방법은 첫 번째, 나와 같은 비만환자들이 상태 및 증상,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만환자에게 감정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환자의 역량 강화(Patient Empowerment)를 돕는 것이

다. 세 번째, 환자가 의사를 쉽게 접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온라인상으

로 꾸준히 기록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

는 환자가 오프라인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때 충분한 참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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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건강관리 웹사이트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내 

건강관리 웹사이트 중 비만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해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랭키 닷컴(http://www.rankey.com)[13] 건강/의학

정보 카테고리에서 데이터 산정기간(2011년 12월 19일)의 시간당 방문자수 

데이터를 적용하여 집계한 순위 결과에 따라 점유율이 상위 랭크 1~20위 

안에 있는 비만관리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를 3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u-Health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PHR을 저장하고 조회하여 

비만을 관리하며, PHR 기반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글로벌 

u-Health 서비스 모델 inPHR을 분석하였다. LG 경제연구원 Weekly 포커스 

재인용(Deloitte, Marketnet 등 참조)의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셜미디

어 유형에서 환자 간 정보 공유에 해당하는 국외 헬스소셜네트워크 웹사이

트 3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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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인(http://hi.nhic.or.kr) 메인화면

2.2.1 건강인(http://hi.nhic.or.kr)

  그림 1의 건강인(http://hi.nhic.or.kr)은 비만개선 프로그램은 비만 자가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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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메인화면

2.2.2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그림 2의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건강다이어리는 자신의 신

체정보를 입력하면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양섭취상태나 운

동 상태 입력을 통하여 식생활 및 운동을 평가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

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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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강샘(www.healthkorea.net) 메인화면

2.2.3 건강샘(www.healthkorea.net)

  그림 3의 건강샘(www.healthkorea.net) 건강관리는 오늘의 식사, 운동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결과 분석해 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 습관에 기반을 두어 개인별 건강상태를 평가해 주는 건강평

가, 지역별과 진료과별로 주치의를 등록해 주는 주치의로 구성되어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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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어 모드 기본화면그림 5. 회원가입 화면

2.2.4 글로벌 u-Health 서비스 모델 inPHR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자가 u-Health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PHR을 저장하고 조회하여 건강을 관리하며, PHR 기반으로 의료인에게 의

료서비스 받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웹사이트와 프

로그램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PHR 기반의 u-Health 서비스를 제

공한다[17]. 그림 4는 inPHR의 메인화면을 나타내고 그림 5는 회원가입 

화면, 그림 6은 한국어 모드 기본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4. inPHR(https://www.inPHR.com)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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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1) 식사량 목표치 설정

  사용자는 성별, 나이, 신장, 체중을 입력하고 참고치 계산하기를 클릭하

여 1일 기초대사량과 1일 평균섭취열량을 구한다. 그림 7은 식사량 목표치 

설정화면을 보여준다.

 

(2) 식사 입력

  그림 8과 같이 사용자는 날짜 및 시간구분을 선택한다. 그리고 음식종류

를 입력하고 음식종류와 분량을 선택한다. 섭취 칼로리는 음식종류와 분량

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체중은 건강관리/체중의 입력된 목표치 값

을 default로 사용합니다. 음식종류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

트에 추가가 된다. 섭취 칼로리와 목표섭취 칼로리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림 7. 식사량 목표치 설정화면
  

그림 8. 건강관리 다이어트 

식사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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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강관리 다이어트 식사 

일일분석화면

그림 9. 건강관리 다이어트 식사 

전체보기화면

(3) 식사 보기

  사용자가 입력한 식사 칼로리에 대한 그림 9와 같은 전체보기와 그림 10

과 같은 일일분석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내

역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식사 칼로리 목록을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입력을 클릭하여 

식사 칼로리 기록을 입력할 수 있다. 또 클릭하여 기록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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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건강관리 다이어트 

운동입력화면

그림 11. 운동량 목표치 설정화면

- 운동

(1) 운동량 목표치 설정

  사용자는 그림 11의 운동량 목표치 설정화면에 목표 운동 칼로리를 입력한

다.

(2) 운동 입력

  사용자는 그림 12의 건강관리 다이어트 운동입력화면에 날짜 및 시간구분

을 선택한다. 운동종류를 입력하고 운동종류와 운동강도, 운동시간을 선택한

다. 체중은 건강관리/체중의 입력된 목표치 값을 default로 사용한다. 운동과 

운동강도, 운동시간, 체중을 입력하면 칼로리는 자동 계산된다. 선택된 운동은 

추가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추가된다. 칼로리와 목표 칼로리의 그래프가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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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건강관리 다이어트 활동 

일일분석화면

그림 13. 건강관리 다이어트 활동 

전체보기화면

(3) 운동 보기

  사용자는 입력한 운동 칼로리에 대한 그림 13과 같이 전체보기와 그림 14와 

같이 일일분석을 할 수 있다. 열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내역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운동 칼로리 목록을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체크

박스를 클릭한 후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입력을 클릭하여 운동 칼로리 기록

을 입력할 수 있다. 또 클릭하여 기록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5는 

건강관리 다이어트 종합화면이다.

그림 15. 건강관리 다이어트 종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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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체중관리 화면

- 체중

  그림 16의 체중관리 화면에서처럼 사용자는 자신의 목표 체중을 설정 할 

수 있고 자신의 체중그래프와 기록을 인쇄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열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과거의 체중기록을 그래프로 볼 수 있

다.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클릭하여 체중기록을 입

력할 수 있다. 측정날짜/시간을 클릭하여 기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기록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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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atientsLikeMe(http://www.patientslikeme.com) 메인화면

2.2.5 PatientsLikeMe(http://www.patientslikeme.com)

  PatientsLikeMe는 2004년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 26,059명의 환자를 가

졌던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건강 소셜 네트워크다[16]. PatientsLikeMe는 

병을 앓고 있는 익명의 사람들을 모아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환자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19]. 그림 17은 PatientsLikeMe의 메인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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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ureTogether(http://curetogether.com) 메인화면

2.2.6 CureTogether(http://curetogether.com)

  CureTogether는 유사한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들끼리 커뮤니티를 결성하

여 치료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다[20]. 그림 18은 

CureTogether의 메인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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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DailyStrength(http://www.dailystrength.org) 

메인화면

2.2.7 DailyStrength(http://www.dailystrength.org)

  DailyStrength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에게 가상의 ‘Hug’등을 

제공하면서 평판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며, 환자들을 독려하고 이것이 

자가 건강관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1]. 그림 19는  

DailyStrength의 메인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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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사이트 비만관리 서비스

건강인
비만의 진단 – 비만관리의 목표설정 – 식사요법 –운

동요법 - 행동요법

건강길라잡이
신체정보 설정 – 식생활 입력 – 신체활동 입력 – 평

가 – My Diary

건강샘 식이관리 – 운동관리 – 평가 - 주치의

inPHR
식사량 목표치 설정 – 식사 입력 – 식사 보기 – 운동

량 목표치 설정 – 운동 입력 – 운동 보기 - 체중관리

PatientsLikeMe
My Profile – Patients(나와 같은 비만환자 그룹핑) – 

Forum – Treatments – Symptoms - Research 

CureTogether
Your Health(데일리 트랙킹:몸무게, 섭취 칼로리, 수

면, 운동) - Connect(나와 같은 비만환자 통계)

DailyStrength
Support Groups(Hugboook:칭찬과 격려) – My 

Goals(체중 목표 설정) 

표 1. 국내외 건강관리 웹사이트의 비만관리 서비스 분석표

  국내외 건강관리 웹사이트의 비만관리 서비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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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국내외 건강관리 웹사이트 비교분석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웹사이트는 건강인, 건강길라잡이, 

PatientsLikeMe, CureTogether 이렇게 4개가 있고 입력한 기본정보에 따

라 비만진단결과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는 건강인, 건강길라잡이 2개가 있다. 

생활습관 정보 입력과 신체활동(운동)관련 문항, 건강정보 입력, 식습관 정

보 입력, 건강상태확인, 위험 요인별 맞춤형 처방정보, 식이요법 설문, 식이

요법 설문 결과, 영양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는 건강인 이다. 건강길라잡

이는 식사구성안을 알려주었고 음식을 입력하는 웹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

와 건강샘, inPHR 이다. 나의 음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음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고 일일 섭취 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와 건강샘, inPHR 이다. 운동을 입력하는 웹사이트

는 건강길라잡이와, 건강샘, inPHR 이고 여기서 운동을 나의 신체활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 이다. 운동시간을 입력하고 운동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와 건강샘, inPHR 이다. 

식품군별, 영양소별 영양평가와 종합평가, 나의 맞춤 음식 목록, 나의 맞춤 

운동 목록이 있는 웹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다. 신체활동평가와 누적종합평

가, 에너지필요량/섭취에너지/소비에너지 가 있는 웹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

와 inPHR 이다. 영양소 분석 보기와 식이추이 보기, 운동관리 설정, 운동

추이 보기, 생활습관평가, 진료과별평가, 주치의 가 있는 웹사이트는 건강

샘이다. 오늘의 식사분석과 오늘의 운동 분석은 건강길라잡이와 건강샘 웹

사이트 둘 다 있다. 식사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음식 사진 업로드, 목표 운

동 칼로리 설정, 인쇄/다운로드가 있는 웹사이트는 inPH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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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기분 업데이트와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웹사이트는 

PatientsLikeMe와 DailyStrength 이다. 비만 상태 기록과 감정 기록, 나

와 같은 환자와 비교한 삶의 질 확인, 나의 치료 확인, 나의 증상 확인, 

실험 및 검사 가 있는 웹사이트는 PatientsLikeMe 이다. 몸무게를 입력하

는 웹사이트는 CureTogether를 제외한 모든 웹사이트가 있고 혈압 입력은 

건강인과 inPHR, PatientsLikeMe 이 세 가지 웹사이트가 있다. 병원기록

과 의사 방문 시트, 나의 치료팀, 나의 동료환자, 임상 실험, 포럼, 증상, 

연구가 있는 웹사이트는 PatientsLikeMe 이고 나와 같은 환자를 그룹화하

고 치료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PatientsLikeMe와 DailyStrength 이다. 

상태 점수 체킹과 데일리 트랙킹, 나와 같은 환자 통계(증상, 치료법, 부

작용, 원인)가 있는 웹사이트는 CureTogether이고 트위터나 페이스 북에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CureTogether와 DailyStrength 이다. 건강 

블로그와 Hugbook(칭찬과 격려), 전문가 답변, 목표 설정이 있는 웹사이트

는 DailyStrength 이다. 국내외 건강관리 웹사이트 비교 분석 결과는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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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기능
A B C D E F G

기본정보 입력(일반적 특성) ○ ○ ○ ○
비만진단결과 ○ ○

생활습관 정보 입력 ○
신체활동(운동)관련 문항 ○

건강정보 입력 ○
식습관 정보 입력 ○

건강상태확인 ○
위험 요인별 맞춤형 처방정보 ○

식이요법 설문 ○
식이요법 설문 결과 ○

영양정보 ○
식사구성안 ○
음식입력 ○ ○ ○

나의 음식으로 추가 ○
음식정보 ○

일일 섭취 음식 확인(섭취 칼로리) ○ ○ ○
운동입력 ○ ○ ○

나의 신체활동으로 저장 ○
운동시간 입력 ○ ○ ○

운동 목록(활동운동량) ○ ○ ○
식품군별 영양평가 ○
영양소별 영양평가 ○

신체활동평가 ○ ○
종합평가 ○

누적종합평가 ○ ○
나의 맞춤 음식 목록 ○
나의 맞춤 운동 목록 ○

에너지필요량/섭취에너지/소비에너지 ○ ○
영양소 분석 보기 ○

식이추이 보기 ○
오늘의 식사분석 ○ ○
운동관리 설정 ○
운동추이 보기 ○

오늘의 운동 분석 ○ ○
생활습관평가 ○

표 2. 국내외 건강관리 웹사이트 비교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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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별평가 ○
주치의 ○

식사량 목표치 설정(1일 목표 섭취열량) ○
음식 사진 업로드 ○

목표 운동 칼로리 설정 ○
인쇄/다운로드 ○

일일 기분 업데이트 ○ ○
프로필 사진 ○ ○

비만 상태 기록 ○
감정 기록 ○

나와 같은 환자와 비교한 삶의 질 확인 ○
나의 치료 확인 ○
나의 증상 확인 ○
실험 및 검사 ○
몸무게 입력 ○ ○ ○ ○ ○ ○
혈압 입력 ○ ○ ○
병원기록 ○

의사 방문 시트 ○
나의 치료팀, 나의 동료환자 ○ ○

임상 실험 ○
나와 같은 환자 ○ ○

포럼 ○
치료법 ○ ○
증상 ○
연구 ○

상태 점수 체킹 ○
데일리 트랙킹(몸무게,섭취 칼로리,수면,운동) ○
나와 같은 환자 통계(증상,치료법,부작용,원인) ○

트위터나 페이스북 공유 ○ ○
건강 블로그 ○

Hugbook(칭찬과 격려) ○
전문가 답변 ○
목표 설정 ○

A:건강인, B:건강길라잡이, C:건강샘, D:inPHR, E:PatientsLikeMe, 

F:CureTogether, G:Daily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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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NS

2.3.1 SNS의 개념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이다. 1인 미디

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며,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

이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웹 기반의 서

비스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이외에도 전자 우편이나 인스턴

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소셜 네트워킹은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매일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2].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사이트로는 cyworld, myspace, 

facebook, twitter, me2day 등이 있다. 이것은 사례 비교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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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yworld myspace facebook twitter me2day

업데이

트 알림

마이싸이월

드에서 

확인가능(

지인과 

공유불가)

메인의 

액티비티스

트림에서 

확인가능(

지인과 

공유가능)

메인의 

월에서 

확인가능(

지인과 

공유가능)

실시간으로 

메인에서 

확인가능(

지인과 

공유가능)

관심친구 

등록 시 

문자로 

확인가능

코멘트

방명록 

게시글, 

사진첩 등 

하단 

댓글로 

게시(메인

에서 내용 

확인 불가)

코멘트 

게시판에서 

게시(메인

에서 

내용확인 

가능)

게시물 

하단 

코멘트로 

게시(메인

에서 

내용확인)

특정사용자

의 

메시지에 

@userid 

형태로 

게시

RT와 

Replie

서비스

기본(미니

홈피, 

블로그, 

타운, 

클럽), 

엔터테인먼

트(광장, 

동영상, 

뮤직, 

뉴스), 

커머스(선

물가게, 

운세, 

모바일)

기본(프로

필, 프렌즈, 

메일, 

블로그), 

엔터테인먼

트(유머, 

게임, 뮤직, 

비디오)

기본(프로

필, 받은 

쪽지함), 

확장(포토, 

노트, 

비디오, 

그룹, 

이벤트, 

모바일)

기본(메시

지입력창, 

프로필, 

리플라이 

다이렉트 

메시지), 

검색(파인

드 피플, 

팔로윙, 

팔로워, 

업데이트, 

트렌딩 

토픽)

기본(프로

필, 

마이미투, 

프라이버시

), 

휴대폰(휴

대폰 알림, 

스킨 설정)

표 3. cyworld, myspace, facebook, twitter, me2day 사례 비교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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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NS의 특징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참여(Participation), 공개(Openness), 

대화(Conversation), 커뮤니티(Community), 연결(Connectedness)의 특징이 

있다. 첫째, 참여(Participation)는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상호간에 자발적인 지식, 의견, 견해 및 피드백을 공유하며 미디어와 

청중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개(Openness)는 

사용자간의 피드백 및 참여에 대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간의 정

보 공유, 댓글, 피드백, 투표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

화(Conversation)는 정보제공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커뮤니케

이션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넷째, 커뮤니티(Community)는 동일한 관심

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연결(Connectedness)은 다양한 매체

들의 조합과 이들 사이의 링크를 통해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23]. 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특징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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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참여(Participation)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

호간에 자발적인 지식, 의견, 견해 및 피드

백을 공유함. 이러한 활동은 미디어와 청중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

공개(Openness)

사용자간의 피드백 및 참여에 대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간의 정보 공유, 댓글, 

피드백, 투표 등을 촉진.

대화(Conversation)
정보제공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향

커뮤니티(Community)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지원

연결(Connectedness)
다양한 매체들의 조합과 이들 사이의 링크를 

통해 관계의 형성을 촉진함.

표 4. SNS의 특징



- 29 -

2.3.3 SNS의 현황 및 분석

  우리나라는 2010년 1분기에 겨우 100만대에서 시작했던 스마트 폰 인구

수가 2010년 8월에는 350만 명을 넘어섰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 

2011년 초에는 7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급형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저가형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한국 스마트폰 인구수

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twitter, facebook으로 대표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한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의 twitter 가입자 수는 2010

년 1월 25만 명에서 12월 227만 5,700명으로 약 8.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또 사용자들이 twitter에 올린 트윗은 1월 약 190만 건에서 12월 약 

6,500만 건으로 약 3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acebook 또한 

facebook 통계 사이트인 페이스베이커즈(www.facebakers.com) 사이트의 통

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8월 28일 현재 증가율이 33.84%로 세계1

위를 기록 중이다. 2010년 3월 1일 자료에서는 facebook 사용자 수가 40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6월에는 90만 명 수준까지 늘었고, 7월에는 100만 

명을 돌파해 8월말 현재는 170만 명까지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성장과 스

마트 폰의 보급은 지금까지의 우리 삶의 모습 또한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정보를 얻는 대상이 주로 기업의 광고, 언론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주는 정보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개인 미디어

의 시대가 열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서 양

방향의 제공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그에 발맞춘 비즈니스 또한 성장

해나가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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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연구절차

제 3 장 연구방법

3.1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그림 20과 같다. 먼저 국내외 건강관리 웹사이트를 분석한 

후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

의 장단점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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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연구과정

  기존의 비만관리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국외 비만관리 서비스는 국내의 

음식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만관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국내 비만관리 서비스 중 건강인(http://hi.nhic.or.kr)은 비만 자가 

관리를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식사와 운동, 체중 입

력 기능을 이용할 수 없고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건강다이어

리는 자신의 신체정보 설정을 통한 식이와 운동 상태를 입력할 수 있지만 

inPHR(www.inPHR.com)에 비교하여 절차가 복잡하다. 또 건강샘

(www.healthkorea.net) 건강관리는 다이어트의 내용 보다는 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서비스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식사와 

운동 및 체중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단계가 국내외 6개의 비만관리 서비스 

보다 간편한 inPHR 다이어트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종류 중 facebook이 포토, 그룹,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시물 하단에 코멘트를 게시할 수 있는 2011년 2월 초 

현재 6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동 중인 전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이므로 facebook을 이용하여 비만관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국외 건

강관리 웹사이트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비만관리 서

비스의 기능 중 나와 같은 비만환자들을 그룹핑하고 데일리 트랙킹, 

Hugbook(칭찬과 격려), 체중 목표 설정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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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과정

  비만관리에 관심이 높은 성인 총 30명을 대상으로 inPHR 다이어트 서비

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inPHR 다이어트 

서비스는 www.inPHR.com 의 다이어트 서비스를 사용하였고 facebook을 이

용한 비만관리는 www.facebook.com 에 Let's go on a diet 그룹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facebook의 Let's go on a diet 

그룹에 자신의 신체정보와 식사량 목표치, 운동량 목표치를 설정한 후 매

일의 식사와 활동을 입력하였다. 이 연구모형은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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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nPHR 다이어트 서비스 과정 화면

3.1.2  inPHR 다이어트 서비스

  그림 22는 inPHR 다이어트 서비스 과정을 보여준다. 사용자들은 inPH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한다. 그리

고 건강관리 탭의 다이어트 메뉴에 들어가 신체정보와 목표치를 입력하고 

식사와 운동, 체중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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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facebook(http://www.facebook.com) 회원가입 화면

그림 25. 

facebook(http://www.facebook.co

m) Let's go on a diet 화면

그림 24. 

facebook(http://www.facebook.co

m) 로그인 기본화면

3.1.3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

  그림 23과 같이 회원가입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그림 

24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그림 25와 같이 Let's go on a diet 그룹 안에

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비만관리를 실시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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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 과정 화면(1)

  그림 26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보여준다. 사용자들은 facebook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다. 그리

고 신체정보와 목표치를 입력하고 식사와 운동, 체중을 입력한다. 사용자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댓글도 즉각적으로 달아줌으

로서 함께 다이어트 하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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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 과정 화면(2)

  그림 27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보여준다. 사용자들이 구체적인 

정보에 좋은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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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평균나이 30세인 성인 30명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서비스 실시 기간은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

지 4주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3.3 연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설문(이현진, 피부비만관리실 고객의 비만관리 실

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을 참고하

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26]. 설문

내용은 총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14개 문항과 

이용횟수 및 의견 2개 문항, 일반적 특성 6개 문항, 신체정보 7개 문항 등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일

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설문은 사용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것으로 진행 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을 통해 inPHR 다이

어트 서비스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도입을 통한 개선방안을 분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설문 조사항목 및 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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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내용 설문항목 평가방법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1)비만인식

설문Ⅰ

객관식

총 14개 

문항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 

비교분석

2)비만원인

3)식사습관

아침식사/저

녁식사/하루

식사빈도/선

호음식/음료

종류/하루간

식섭취빈도/

선호간식종류

4)운동습관

운동시간/운

동하지 않는 

이유/운동종

류
5)스트레스

6)음주

이용횟수 및 

의견

1)이용횟수 설문Ⅲ 

객관식 

총 2개 문항
2)의견

일반적 특성

성별/나이/직

업/최종학력/

월평균 

소득/주거형

태

설문Ⅳ

개관식

총 6개 문항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 

비교분석

신체정보

1)실험전 키

총 7개 문항

2)실험전 

몸무게
3)목표체중량
4)체중변화량

표 5. 설문 조사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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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이메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약 2주간의 

기간에 걸쳐 총 30명 중 29 명이 응답하였다. 수집된 설문은 빈도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남녀의 비율은 20:9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94%가 많다. 연령은 20대가 31.03%를 차지했고 30대가 

68.97%를 차지했다. 직업군은 학생이 전체의 34.48%를 차지했으며, 연구/

전문직이 그 뒤를 이어  27.5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와 사무직 

순으로 차지했다. 학력의 경우 전원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

었고 월평균 소득의 분포에 있어서는 전체의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300

만원 미만에서 32.14%를 차지하였으며 5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없

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립다세대 기타 및 단

독주택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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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0 68.97

여자 9 31.03

연령

10대

20대 9 31.03

30대 20 68.97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학생 10 34.48

전업주부 1 3.45

사무직 4 13.79

연구/전문직 8 27.59

판매, 서비스직 1 3.45

자영업 1 3.45

공무원 1 3.45

기타 3 10.34

학력

고졸

대졸(재학생포함) 13 44.83

대학원이상(재학생포함) 16 55.17

기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 32.14

100만원~200만원 미만 7 25.00

200만원~300만원 미만 9 32.14

300만원~400만원 미만 3 10.71

500만 원 이상

주거 형태

단독주택 1 3.45
아파트 19 65.52

연립(다세대) 6 20.69
기타 3 10.34

계 173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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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신체조건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27.59%가 ‘보통이다’ 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비만의 원인

이 전체의 25.00%가 식습관과 운동부족이라고 답변하였다. 생활습관과 관

련된 질문에 있어 아침식사 횟수는 주1~3회가 37.93%로 가장 많았고 저녁

식사 횟수는 매일이 55.17%로 가장 많았다. 또 하루식사 횟수는 전체의 

62.07%가 세 번 이라고 답변하였다. 선호음식으로는 밥이 68.97%로 가장 

많았고 빵이 20.6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육류와 과일, 채소류 

순서로 이어졌다. 선호음료는 커피가 58.6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물이 24.1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6.90%를 차지했으

며 녹차 및 전통차, 이온음료, 기타(맥주)는 3.45%를 차지하였다. 간식섭

취 횟수는 하루에 1~2회 정도가 52.7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주일

에 1~2회 정도가 44.83%를 차지하였다. 섭취간식의 종류는 과자류가 

44.83%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과일류가 27.5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스턴트, 우유 및 유제품, 기타(빵류), 어묵, 떡볶이 및 튀김요리, 떡 순

으로 이어졌다. 운동 시간은 주 1시간미만이 31.03%로 가장 많아서 운동량

이 많이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한 사람의 이유

는 건강장애라고 답변하였다. 선호하는 운동으로는 걷는 것이 68.97%로 가

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헬스가 27.59%로 차지하였다. 스트레스 

여부는 보통이다가 51.7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많이 받는다가 34.48%

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음주는 안마신다가 48.28%로 가장 많이 차지하

였고 한 달에 1~2회 정도가 34.4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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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만

전혀 그렇지 않다 4 13.79

그렇지 않다 6 20.69

보통이다 8 27.59

그렇다 8 27.59

매우 그렇다 3 10.34

비만의 원인

식습관 7 25.00

운동부족 7 25.00

스트레스 3 10.71

음주습관 2 7.14

유전적인 문제

기타

아침식사 

횟수

매일 7 24.14

주1~3회 11 37.93

주4~6회 9 31.03

전혀 안함 2 6.90

기타

저녁식사 

횟수

매일 16 55.17

주1-3회 2 6.90

주4-6회 11 37.93

전혀 안함

기타

하루식사 

횟수

한 번

두 번 10 34.48

세 번 18 62.07

네 번

다섯 번

기타 1(2~3번) 3.45

선호음식

밥(한식) 20 68.97

육류 4 13.79

빵 6 20.69

표 7. 연구대상자의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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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과일, 채소류 1 3.45

기타

선호음료

물 7 24.14

녹차 및 전통차 1 3.45

커피 17 58.62

탄산음료 2 6.90

이온음료 1 3.45

기타 1(맥주) 3.45

간식섭취 

횟수

안 먹는다 1 3.45

일주일에 1~2회 정도 13 44.83

하루에 1~2회 정도 15 51.72

하루에 3회 이상

섭취간식 

종류

어묵, 떡볶이 및 

튀김요리
2 6.90

과일류 8 27.59

과자류 13 44.83

우유 및 유제품 3 10.34

인스턴트 5 17.24

떡 1 3.45

기타 2(빵류) 6.90

운동 시간

전혀 안함 1 3.45

주 1시간미만 9 31.03

주 1시간~2시간 8 27.59

주 2시간~3시간 7 24.14

주 3시간 이상 4 13.79

운동을 안 

한 이유

시간이 없어서

건강장애로 1 3.45

귀찮아서

경제적 부담

기타

선호운동 헬스 8 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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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수영 2 6.90

요가 및 스트레칭

자전거 1 3.45

걷는 것 20 68.97

조깅 1 3.45

기타
1(복싱, 

체력운동)
3.45

스트레스

매우 많이 받는다 2 6.90

많이 받는다 10 34.48

보통이다 15 51.72

받지 않는다 2 6.90

전혀 받지 않는다

음주

안 마신다 14 48.28

한 달에 1~2회 정도 10 34.48

일주일에 1~2회 정도 4 13.79

일주일에 3회 이상 1 3.45

계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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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의 평가결과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의 장점은 흥미도가 높으며 과학적인 수치에 근

거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처방이 신뢰성을 높인 점이다. 또 최신 정보가 

유용하게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와 식단 조절, 다이어트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식사량 및 운동량 기록 및 보존의 용이성이 있고 데이터 입력의 

편리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음식관리와 운동관리가 가능한 점이다. 자신이 

올린 정보를 칼로리와 함께 볼 수 있는 점과 입력한 음식과 운동, 체중을 

쉽게 조회 할 수 있는 점이다. 기록이 누적되고 누적된 데이터를 그래프와 

표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먹은 음식의 

종류와 칼로리 등을 숙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목표치 음식량과 운동량 

등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나왔다.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의 단점은 웹사이트

에 가입하기가 귀찮고 접속하는 것이 번거로운 점이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대량의 통계를 축적하는 것이 어렵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다. 입력하는 데이터를 확신할 수 없고 동기부여 결여, 

모바일용 웹페이지를 지원하지 않아 접근성이 부족하여 액세스가 보다 쉬

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답안이 가장 많은 단점사항으로 조사

되었다. 정확성이 부족하고 자료를 올리기 불편하며 식사를 한 것을 검색

하여 찾아 올리기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으며,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

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

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능률

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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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HR 다이어트 서비스 인원수

장 

점

흥미도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과학적인 수치에 근거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처방이 신뢰성을 높였다.
1

최신 정보는 유용하게 있었다. 1
자신의 건강상태와 식단 조절, 다이어트 체크가 가능하였다. 1
식사량 및 운동량 기록 및 보존의 용이성이 있다. 1
데이터 입력의 편리성이 있었고 효과적인 음식관리와 운동관

리가 가능하였다.
1

자신이 올린 정보를 칼로리와 함께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

었다.
1

입력한 음식과 운동, 체중을 쉽게 조회 할 수 있다. 1
기록의 누적이 되는 장점이 있다. 1
누적된 데이터를 그래프와 표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먹은 음식의 종류와 칼로리 등을 숙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목표치 음식량과 운동량 등을 계획할 수 있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1

단 

점

입력하는 데이터를 확신할 수 없고 동기부여 결여, 접근성이 

부족(모바일용 웹페이지 지원하지 않음)하였다.
2

액세스가 보다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였다. 1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귀찮고 접속하는 것이 번거롭다. 1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대량의 통계를 축적하는 것

이 어렵다.
1

정확성은 부족하고 자료를 올리기 불편하며 식사를 한 것을 

검색하여 찾아 올리기가 불편하다.
1

매번 식사할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가 쉽진 않을 것 같으며,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1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하기 때

문에 능률이 떨어진다.
1

표 8.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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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의 평가결과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서로 정

보를 공유하고 피드백 사항이 있어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음식조절과 운동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이 8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리고 사용이 편리하고 로그인 없이 실시간 활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스마

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올릴 수 있으며 사진도 첨부할 수 있고 

실시간 쉽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다른 사람들의 식단이나 운동 

상황을 함께 보며 경쟁심 유도 혹은 참고가 되었다는 점, 경쟁자이면서 또

한 동료가 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속 유저들과 공동목표를 향

해가는 여정은, 목표에 도달하는 확률을 높여준다 는 점이 각각 6명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또 약간의 경쟁의식과 의무감을 통해 음식 조절이 

동기부여가 되고 공개적인 웹 공간에서 식사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 때

문인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본인의 식사습관을 찾는데 도움이 된 부

분, 건강관리라고 하면 보통 개인관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다수의 인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경쟁심리

에의해 다이어트에 임하는데 있어서 개인관리보다 조금 더 빨리 능동적인 

태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3명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왔다. 30명

이 한 그룹이 되어 함께 다이어트를 실시한다는 점과 서로 댓글을 달아주

며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는 점, 재미가 있다는 점이 각각 2명으로 두 번째

로 낮게 나왔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속 비슷한 샘플사례로, 참

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고, 이로 인해 나에게 적합한 멘토를 조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답안을 1명이 제시해 주었다.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의 단점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입력되고 지나간 자료들을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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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보거나 나의 데이터를 통계 내어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6명으로 가

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음식재료의 질과 양, 운동량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

터를 산출하기 어려워 음식 조절은 가능하나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어렵다

는 점과 개인정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점이 각각 4명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음식량에 따른 칼로

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고 운동량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아는 것도 

어려운 점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다이어트라서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효

과를 보기 어려운 점이 각각 3명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왔다. PC를 사용

할 경우 다소 불편한 점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점, 운영자가 제공하는 칼로리 정보나 운동 정보, 건

강관리 팁은 유용하나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차별

화된 가치를 느끼는데 좀 한계가 있는 점, 좀 더 구체적인 자신의 다이어

트 상황파악, 피드백이 부족한 점이 각각 2명으로 두 번째로 낮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매일 올리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귀찮아 지는 점과 그

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적나라하게 

적기가 어려운 점, 서로 경계와 반대로 격려 등이 부족한 점, 사진을 올리

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 서로에게 자극이 되긴 하지만 경쟁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역부족인 점, 아무래도 서로 다 알다보니,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점, 자신의 식단의 열량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한다 

는 점이 각각 1명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9와 같다.



- 49 -

facebook 다이어트 서비스 인원수

장 

점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 사항

이 있어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음식조절과 운동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8

사용이 편리하고 로그인 없이 실시간 활용이 편리하다. 6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올릴 수 있으며 사진도 

첨부할 수 있고 실시간 쉽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
6

다른 사람들의 식단이나 운동 상황을 함께 보며 경쟁심 유도 

혹은 참고가 되었다.
6

경쟁자이면서 또한 동료가 되는 SNS속 유저들과 공동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은, 목표에 도달하는 확률을 높여준다.
6

약간의 경쟁의식과 의무감을 통해 음식 조절이 동기부여가 

된다.
3

공개적인 웹 공간에서 식사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 때문

인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본인의 식사습관을 찾는데 도

움이 된 것 같다.

3

건강관리라고 하면 보통 개인관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SNS

를 통해 다수의 인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경쟁 심리에 

의해 다이어트에 임하는데 있어서 개인관리보다 조금 더 빨

리 능동적인 태도로 진입할 수 있다.

3

30명이 한 그룹이 되어 함께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2
서로 댓글을 달아주며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 2
재미있다. 2
SNS속 비슷한 샘플사례로, 참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고, 

이로 인해 나에게 적합한 멘토를 조우할 수 있는 시간이 빨

라진다.

1

단 

점

데이터가 순서대로 입력되고 지나간 자료들을 한꺼번에 모아

서 보거나 나의 데이터를 통계 내어 보기가 어렵다.
6

음식 조절은 가능하나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어렵다.(음식 

재료의 질과 양, 운동량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움) 즉, 타당도는 있으나 신뢰도는 적다.

4

개인정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좋지만은 4

표 9. facebook 다이어트 서비스의 장단점



- 50 -

않은 것 같다.
음식량에 따른 칼로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고 운동량

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아는 것도 어려웠다.
3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다이어트라서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효

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3

PC를 사용할 경우 다소 불편하다. 2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2

운영자가 제공하는 칼로리 정보나 운동 정보, 건강관리 팁은 

유용했으나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차별화된 가치를 느끼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2

좀 더 구체적인 자신의 다이어트 상황파악, 피드백 부족 2
매일 올리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귀찮아 진다. 1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

서 적나라하게 적기가 어려웠다.
1

서로 경계, 반대로 격려 등이 부족했다. 1
사진을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았다. 1
서로에게 자극이 되긴 하지만 경쟁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데에

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1

아무래도 서로 다 알다보니,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

은 것 같다.
1

자신의 식단의 열량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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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능인 식사

와 운동, 체중 입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inPHR 다이어트 서비스를 실

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

리 서비스의 문제점인 실시간 소통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facebook을 이용

하여 비만관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inPHR 

다이어트 서비스는 PC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에

서 자동 로그인이 되는 facebook 보다 접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식사와 운

동을 기억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부족하였고 종류를 하나하

나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였다. 또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

기 스스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졌다는 단점에 대한 의견

이 나왔다. 하지만 음식과 운동의 종류와 칼로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

어 있어 이를 조회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입력한 데이터를 표와 그래

프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데이터가 누적되어 보존이 용이

했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비만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장점에 대

한 의견이 나왔다. facebook은 입력한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없어 불편하였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 음식량과 운동량에 따른 칼로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 어려웠다는 단점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보

다 적극적인 비만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만관리에 참여한 사람들

이 하나 되어 협력과 경쟁을 통한 비만관리가 목표의식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장점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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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관리자의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를 이용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는 모두가 사용자와 관리자로써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기존 비만관리 연구와 다른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비스 실시 기간이 4주 밖에 안 되어서 서비스 실시 후 체중감량

에 큰 영향은 주지 못했다. 앞으로 기간을 확장하여 다이어트 서비스를 통

한 비만관리의 효과를 보는 것을 기대한다.

  둘째, 서비스 실시 인원 29명을 관리자 한 명이 컨트롤하는데 제약 요소

로 작용하였다. 앞으로 많은 전문가가 도입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주면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inPHR 다이어트 서비스 보다 스마트 폰을 통해 더 쉽게 접

속할 수 있는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

었다. inPHR 다이어트 서비스를 사용한 후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사용하면 더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폰의 발달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더욱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가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일

대일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이용한 쌍방향 비만관리 서비스는 비만관리의 새로운 툴로서 활용이 가

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견

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활동은 익명으로 진행하고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이나 스마

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좀 더 전문적인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고, 매일의 식사에서 오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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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섭취와 운동 및 활동에서 오는 열량 소비에 대한 정확한 수치 계산이 

가능하면 좋겠다.

  셋째, 참여자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거리나 어려워하고 있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그를 토대로 고객 화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넷째, 식사, 운동기록을 작성하는데 표준화된 서식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다섯째, 게임 프로그램의 도입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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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비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여 비만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만관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작용도 많

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들을 

분석하여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SNS를 이용한 

비만관리 서비스인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온

라인 비만관리 서비스 중 국내 4개의 웹사이트는 식사와 운동에 관련된 항

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국외 3개의 웹사이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특징인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inPHR 다이어트 서비스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를 실시하여 장단

점을 분석한 결과 inPHR 다이어트 서비스는 식사와 운동 입력과 확인이 

편리한 점이 장점인 반면 접근성이 불편한 점이 단점으로 나왔고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는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서로 정보 공유와 

피드백을 하며 음식조절과 운동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데이터를 한 번에 통계 내어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

으로 나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다 진보된 

비만관리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첫째,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식사기록과 운동기록을 바

로 올릴 수 있는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쉽게 올리고 자주 체

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음식과 운동을 입력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도입하되 음식과 운동의 

종류의 폭을 넓혀서 칼로리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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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목표치 음식량과 운동량, 체중량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보다 전문적인 정보가 요구되기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전문가

에 의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서 익명

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대화방을 개설하여 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자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거리나 

어려워하고 있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그를 토대로 고객 화된 정보를 

제공하면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공동목표에 도달하는 확률을 높여줄 것

이다. 

  다섯째, 각 개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식단과 

운동코스가 제공되면 동기부여와 관리에 둘 다 도움이 될 것이다. 기준 평

균치, 현재 참여하는 집단 전체, 개인, 남녀 간의 비교 데이터가 제공되면 

일별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의 평균 섭취 칼로리, 운동량에 따른 평균 소

모 칼로리 등을 익명으로 개인별 비교 전체 비교가 되면 자신과 남들의 차

이를 더 쉽게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더 정확히 알게 되어 도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게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인이 섭취한 양과 운동량을 각각 

산출하여 일별 목표량을 기준으로 ± 하여 전체의 랭킹을 만들어 주고 포

인트 등의 상급을 주면 흥미와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번 연구를 통해 기존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의 문제점인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에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 이용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비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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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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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SNS를 이용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생체공학협동과정 의료정보전공 석사

과정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

스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지난 9월19일 

월요일 ~ 10월16일 일요일 까지 진행 되었던 비만관리 서비스에 대한 체중감

량 효과와 사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 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비만관리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작성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

을 것이며, 순수 학문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신 본 자료는 비만관리서비스에 대한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하의 성

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지도교수 : 김남현

연구자 : 임청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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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한의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잘 읽어 보신 후 귀하께서 해당되는 것에 “V"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는 귀하의 몸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

우 그렇다

※ 1번 문항에서 ④,⑤번을 표시한 분만 해당됩니다.

2. 귀하는 비만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식습관(자주 먹는 습관, 빠른 식사 속도 등)     ② 운동부족    ③ 스트

레스    

④ 음주습관    ⑤ 유전적인 문제    ⑥ 기타(        )

[3~9는 식사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귀하는 일주일에 아침식사를 몇 번정도 하십니까?

① 매일    ② 주1-3회    ③ 주4-6회    ④ 전여 안함    ⑤ 기타(        )

4. 귀하는 일주일에 저녁식사를 몇 번정도 하십니까?

① 매일    ② 주1-3회    ③ 주4-6회    ④ 전여 안함    ⑤ 기타(        )

5. 귀하는 하루에 식사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① 한번    ② 두 번    ③ 세 번    ④ 네 번    ⑤ 다섯 번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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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주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선호하십니까?

① 밥(한식)    ② 육류    ③ 빵    ④ 패스트푸드

⑤ 과일, 채소류    ⑥ 기타(        )

7. 귀하는 평소에 어떤 음료를 즐겨 마십니까?

① 물    ② 녹차 및 전통차    ③ 커피    ④ 탄산음료

⑤ 이온음료     ⑥ 기타(        )

8. 귀하는 평소에 간식을 자주 드십니까?

① 안 먹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정도   ③ 하루에 1~2회 정도   

④ 하루에 3회 이상

※ 8번 문항에서 ① 안 먹는다를 답하신 분은 10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9. 귀하는 주로 어떤 간식을 먹습니까?

① 어묵, 떡볶이 및 튀김요리    ② 과일류    ③ 과자류    ④ 우유 및 유제

품    

⑤ 인스턴트    ⑥ 떡    ⑦ 기타(        )

[10~11는 운동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현재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정도 운동을 하십니까?

① 전혀 안함    ② 1시간미만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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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문항에서 ① 전혀 안함 을 답하신 분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10-1.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    ② 건강장애로    ③ 귀찮아서    

   ④ 경제적 부담    ⑤ 기타(        )

11. 귀하가 자주하는 운동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① 헬스    ② 수영    ③ 요가 및 스트레칭    ④ 자전거

⑤ 걷는 것    ⑥ 조깅    ⑦ 기타(        )

12.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십니까?

① 매우 많이 받는다.    ② 많이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받지 않는다.    ⑤ 전혀 받지 않는다.

13.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안 마신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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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inPHR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inPHR 다이어트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① 한 달에 1~2회     ② 일주일에 1~2회    ③ 하루에 1~2회    ④ 하루에 3

회 이상

2. 귀하가 생각하는 inPHR 다이어트의 장점과 단점 및 보완해야 될 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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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① 한 달에 1~2회     ② 일주일에 1~2회    ③ 하루에 1~2회    ④ 하루에 3

회 이상

2. 귀하가 생각하는 facebook을 이용한 비만관리의 장점과 단점 및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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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잘 읽어 보신 후 귀하께서 해당되는 것에 “V"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사무직    ④ 연구/전문직    ⑤ 판매, 서비스

직

⑥ 자영업    ⑦ 공무원    ⑧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졸(재학생포함)    ③ 대학원 이상(재학생포함)    

④ 기타(        )

5.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500만 원 이상

6. 귀하가 지금 살고 계신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    ④ 기타    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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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중량 +2(kg)

횟수 체중변화량

1주차 토요

일
0

2주차 토요

일
+1.5

3주차 토요

일
+2.5

4주차 토요

일
+2.3

목표체중량

횟수 체중변화량

1주차 토요

일
2주차 토요

일
3주차 토요

일
4주차 토요

일

※ 마지막으로 귀하의 실험 전 키와 몸무게, 4주간의 목표체중량과 총 4회의 

체중 변화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실험 전 키 (        )㎝

실험 전 몸무게 (        )㎏

                                          예)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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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Improvement of Online Obesity Management Service 

using SNS 

                                                   Chungmook, Lim

Dept. of Graduate program 

in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obesity population and its complications in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obesity is no longer a personal issue but an 

issue for the entire community. 

  Various online obesity management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obesity. However, they have been known not 

to be very popular, since uploading and checking information entered on 

a real time basis is unrealistic to track and follow. Thus, a more 

convenient obesity management service with easy access where users can 

have effective weight management became necessary, and using online SNS 

was proposed as a new obesity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 encourages 

obese patients to motivate and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so 

that weight management can be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Facebook, 

known as one of the major SNS websites, is easy to use on 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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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number of users has been increasing tremendously each year. 

Thus, such SNS service that provides two-way interaction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obesity management and overcome existing 

obesity management services offered unilaterally. 

  This study evaluated the previous online obesity management services, 

and analyz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the previous inPHR 

online service, as well as obesity management using Facebook. For the 

previous online obesity management services,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four Korean websites (HealthIN, Healthguide, HealthKorea, 

inPHR), and three foreign websites (PatientsLikeMe, CureTogether, 

DailyStrength). The Korean websites were found to be focused on meals 

and exercises, while theforeign websites focused on linking similar 

users. Obesity management using the inPHR diet service and Facebook was 

conducted  simultanously with 30 adults for 4 weeks. While the inPHR 

diet service was convenient to check meal and exercise status, it was 

inconvenient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users. Obesity management 

using Facebook was helpful to share information and provide feedback to 

each other on a real time basis, providing more positive motivation to 

candidates, but it was hard to see the summarized information in one 

view.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 combined system of the inPHR diet 

service and Facebook with appropriate smartphone applications, more 

standardized forms for inputting meal and exercise status, 

participation of experts, privacy protection, games, and customized 

diet menu and exercise courses will help to create a mor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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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management service, and it will eventually prevent and cure 

various illnesses related to obesity as well.

 


Key words : obesity, obesity management, online obesity management 

service, SNS, inPHR, fac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