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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관련 연구와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인의 관심사항인 건강에 대한 어플리

케이션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 케어 어플리케

이션의 개념 및 유형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헬스 케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하였으며, 다양한 운동방법을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ABSTRACT

Recently there are many smartphone applications. People who live in these days interest in

health but there are not many smartphone applications that deal with healthcare. In this work,

we will introduce healthcare application which introduce exercise methods and user can be seen

their consuming calories and eating calories using ca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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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헬스라고 하면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가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달리기, 줄

넘기 등 이 있었는데 이러한 헬스 가 IT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헬스 케어 부분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가치가 더해지면서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1].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어플

리케이션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시시각각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

일 헬스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2011년

부터 꾸준히 증가해 전년대비 7배의 성장을 기록

　본 연구는 2013년 여성기업인협회의 이브와멘

토링사업에의해 지원된 연구결과임.

하고 있다[2]. 이전 출시된 마이닥터 어플리케이

션 다운로드 수는 200만을 돌파하였으며, 모바일

과 접목된 스마트 차트 및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1. 아이폰5와 캘럭시S4

최근 현대인의관심사항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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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운동방법을 소개하고

일정과 연계하여 섭취 칼로리와 소모 칼로리를

비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Ⅱ. 관련연구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전용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서는 게임, 음악, 소셜, 도서,

건강 및 피트니스 등 다양한 주제별 어플리케이

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헬스 케어 어플리케이

션은 의학 및 건강정보, 그리고 운동 및 식이요법

등과 같이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용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의미한다[3]. 최근 들어 헬스 케어 서비스란 유무

선 통합 환경 하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헬스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주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다양한 기기에서도 서비

스를 제공할 예정이다[4].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iOS 앱스토어에는

많은 헬스 어플리케이션 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헬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있다.

A. 스트레칭[5]. B. 헬스의 신[6].

그림 2. 헬스 케어 어플리케이션

위의 그림 2 에서 제시된 각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A]의 어플리

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4. 2/4 와 같은 슬라이

드를 통한 설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한 자세를 익히기 좋지만 설명위주

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결동작

이나 다른 신체의 바른 위치등을 할 수 없다. [B]

의 경우 운동동작에 대한 정확한 이름과 운동방

법이 설명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운동기구가 없어

평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Ⅲ. 시스템 개발

운동방법과 동영상, 추천음식들을 XML파싱을

통해 불러오고 칼로리와 월간달력 운동횟수 등을

DB에 저장한다. 메뉴의 종류와 트리는 다음그림

과 같다.

신체 부위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운동방법이

나뉘어져있고 해당 부위를 선택해 들어가면 이에

따른 동영상과 설명, 모션과 칼로리를 설계하고

운동 한 날을 확인 하고 해당 일을 클릭하게 되

면 그날의 섭취 소모 칼로리를 비교 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나와

있는 헬스 케어 앱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

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효율

적인 헬스 케어 서비스를 위해 좀 더 세분화 하

여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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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메뉴 구성 및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