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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된 것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을 겪게 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동기를 부여하

기에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이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핸드폰에서 쉽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식습관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식습관을 개선함과 동시

에 건강개선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키워드: 만성질환(Chronic disease), 생활습관 개선(Improving lifestyle), 

관리(Management), 소통·인프라 확대(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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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된 것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을 겪게 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

지만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이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일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1]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절에서는 

관련 연구를 확인하고, 3절에서는 설계를 한다. 4절에서는 예상되는 

구현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여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사망 원인 통계

만성질환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만성질환은 전체 

사망의 80.8%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이

다. 순환기계 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암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71%를 차지하여, 이들 주요 만성질환

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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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ion ratio of causes of death in Korea

1.2 만성질환의 원인

먼저, 만성질환의 발병원인이 되는 음주, 흡연, [2]잘못된 식습관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해지고 있다. 만성질환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악화되기 쉽고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Causes of Chronic Illness

Table 2. Competitor Status

III. The Proposed Scheme

3.1 시스템 운영 내부구성

크로니컬은 식습관 개선, 질병 완화, [3]만성질환 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사용자 :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고혈압과 당뇨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 보호자

- 시스템 운영 내부

기존 기능 → [4]혈당측정, 몸무게측정, 식단기록

추가 된 기능 → 혈당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며,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운영결과 : 식습관 개선, 질병 완화(예방)

Fig. 3. System Operational Configuration Diagram

크로니컬은 이용자의 질환 선택을 통해 혈당/혈압관리, 식단관리, 

챌린지 및 [5]커뮤니티, 스토어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3.2 정보설계구성

Fig. 5. Internal Configuration Diagram

3.3 구현

본 구현을 위해 Andorid, Mysql, PHP, JAVA를 사용하여 구현 

할 예정이다.

구현 하는 기능에는 식단기록, 커뮤니티, 식품영양성분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식단기록/커뮤니티는 안드로이드 앱 화면을 디자인에 맞춰 퍼블리

싱을 한 후,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를 서버에 올리고 앱에서 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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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픈 

Api 소스를 가져와 사용자가 식품을 검색하거나 식단을 기록하였을 

시, 그 식품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Fig. 6. Diet Record Fig. 7. Community 

IV. Conclusions

향후 실제 구현 한다면 기술적 기대효과로는 두 가지 질병에 대한 

[6]스마트 헬스 케어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 할 수 있고, 신개념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대효과에는 고객이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이를 통해 삶의 가치 상승을 통해 팬데믹 사회에서의 우울감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악화를 예방한다.

경제적 기대효과에는 스토어를 통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제품을 비롯한 의료기기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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