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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이 받는 각종 스트 스와 압박  내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노의 리를 해 정신건

강 리용 모바일 헬스 어 앱을 개발한다. 분노의 작동 기 과 신체 질병과의 계성에 한 내용을 다루고 이를 효

율 으로 리, 해결하기 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 컨텐츠를 개발하고 웹앱(Web App)으로 구 하 다.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분노 리와 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메뉴를 구성하 다. 구 된 앱은 분노와 

련된 정보, 신체 건강과의 연 성에 한 정보, A형 성격이나 감 테스트, 스트 스 경향 테스트, 정신 생산성 진

단 테스트(KMPI), 일지 쓰기, 분노 리, 상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Abstract  In this paer, mobile healthcare App is developed for mental health management focused on anger 
management for modern people who are under constant stress and various inner conflicts. We describe mechanism 
of anger and relations between disease and anger, and constitute contents of App to provide information of anger 
management. And finally we implement Web App. We build menu of App to be convenient to users to use. 
Implemented App provides many useful functions like information of anger and body, various self-test including 
A-type test, hostility test, and KMPI etc., journaling, anger management and community.  

Key Words : Mobile Healthcare, Mobile App, Web App, Mental Health, Anger Management

Ⅰ. 서  론

2007년 애 에 의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 

TV, 착용형(wearable) 기기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 기기 

등의 출 으로  세계는 스마트 시 로 진입하게 되었

다. 우리나라는 그 선두에 서서 스마트 폰을 포함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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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스마트 기기를 내놓고 있는데 2012년 재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90% 이상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체 이동통신 고객 

5,250만명 가운데 50.6%인 2657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다. 이용자의 연령 도 20 와 30  심에서 10

와 40~60  장년층까지 범 하게 확산되었다. 

스마트폰을 심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폰’

이 뜻하는 ‘음성 통화’ 보다는 정보 검색  활용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스마트’ 기능으로의 비 이 

 많아지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가능  하고 있다. 

표 인 것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을 리할 수 있

는 모바일 헬스 어 서비스이다. 모바일 헬스 어 서비

스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연동된 건강 측정기기

나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인 앱(App)을 이용해 사용자 

스스로 운동량, 심 도, 심장박동 등을 검, 건강을 리

하는 것을 말한다[1, 2].

100세 시 , 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재 모바

일 헬스 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일상에 녹아든 것 같

이 빠르게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리

할 수 있어 지속 인 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뿐 아니

라 질병의 험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치료의 편의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 환

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데이터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달하고, 의사들은 이를 통해 효율 으로 환자를 진료

할 수 있게 되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처할 수 있다. 재 시 에 나와 있는 일반 인 모바일 

헬스 어 앱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치 기반 시스템

(LBS)과 각종 센서를 건강측정기기 등 용 단말기와 연

동하여 수집한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해 모니터

링하고 련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주로 

신체 인 건강 리에 집 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한 정의인 “건강이

란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 , 정신 , 사

회 으로 완 히 안녕한 상태이다”에 따르면 우리의 건

강은 신체 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 , 사회 인 건강이 

온 할 때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

은 더욱 경쟁 이고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각

종 스트 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있어 심각한 험을 받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인성 질병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

고 있다. 정신건강을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우

리가 겪는 감정들  화 는 분노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

장 괴 인 감정으로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로 인

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개인 , 사회  비용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이 받는 각종 스트 스와 압박 

 내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노의 리를 해 정

신건강 리용 모바일 헬스 어 앱을 개발한다. 이를 

해 분노의 작동 기 과 신체 질병과의 계성에 한 내

용을 다루고 이를 효율 으로 리, 해결하기 한 정보

를 제공하는 앱  컨텐츠를 개발하고 웹앱(Web App)으로 

구 하 다. 

Ⅱ. 분노와 정신, 신체 건강

1. 분노와 신체건강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순환기계통 질환 사망률은 

2012년 기  인구 10만 명당 117.1명으로 2010년 이후 증

가 추세이며, 이  심장 질환 사망률은 52.5명으로 암 사

망률(146.5명)에 이어 2 를 차지한다. 암을 발병부 로 

나 다면 심장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하

버드 의  등 여러 연구기 에 의하면 분노는 심장 마비

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 졌다. 즉, 분노는 우

리 인체의 심 계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4].  

리 알려져 있는 분노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

은 다음과 같다. 즉, 화나는 생각과 분노의 감정은 과다

한 아드 날린과 코티솔(Cortisol)을 분비하고 이로 인해 

압과 심장박동이 증가하며 상동맥 확장으로 내벽이 

손상을 입게 된다. 호르몬의 변화로 피 속의 소 과 지

방이 환되어 생성된 콜 스테롤이 동맥의 손상된 부

에 착하여 동맥경화증 유발하고 소  성 증가로 

동맥경화 덩어리 커진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발병 험

이 증가한다[5]. 

한 연구에 의하면 냉소 이거나 부정 인 사람은 

심장병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릴 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나온 여러 연구에서도 냉소주의 경향

이 강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높고 이에 따라 각종 질병 

험이 높은데 이는 스트 스와 련된 호르몬 수치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감(냉소, 분노, 공격성)으로 표시되고 드러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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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노 관리 방법

통 인 가족 체제가 해체되고 경쟁 이고 복잡하며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에게 가장 괴

인 감정  하나인 분노를 잘 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괴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노를 리하는 방법은 근본 인 원인을 다루

는 것에서부터 그 증상을 악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여

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생리학 , 행동과학 , 심리학

 그리고 인지과학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되는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분노를 리하기 한 방법으로 분노

와 련된 정보, 신체 건강과의 연 성에 한 정보, 성격

(A형)이나 감(냉소, 분노, 공격성) 테스트, 일지 쓰기, 

감 해결 지도, 상담 등을 사용한다. A형 성격(Type 

A personality)은 일반 으로 스트 스에 노출되었을 때 

향을 받고 쉽고 공격 인 모습을 드러내어 질병에 걸

리기 쉬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

신이 얼마나 A형 성격에 해당되는 가를 알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노를 

리하는 요한 시작 이 될 수 있다. 감 테스트는 

로버트 리엄스 등[5]에 의해 고안된 테스트 방법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성향을 가지는 정도를 설문을 통

해 악할 수 있다. ‘미네소타 다면  인성검사’(MMPI)

에서 추출된 46개의 문항을 통해  성향을 냉소, 분

노, 공격성으로 분류하여 그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성향의 분류와  A형 성격과  성향의 정도에 

한 설문 문항의 는 다음 표 1, 2와 같다.

종류 정의

냉소
일반 사람들의 동기에 해 불신하는 태도로서 그들

의 잘못된 행동에 해 항상 경계하는 것

분노
받아들일 수 없는 상 방의 행동을 상했을 때 냉

소 인 사람이 자주 가지게 되는 감정

공격성

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 짜증 등

과 같은 불쾌하고 부정 인 감정 때문에 나타내는 

행동

표 1. 적대적 성향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hostility 

종류 설문 문항

A형 성격

질문: 깨어있거나 잠잘 때 이빨을 가는가? 

가)그 다

나)아니다

질문: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에 집 하여 

듣기 어렵고, 보통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

가)그 다

나)아니다

 

성향

질문: 언쟁을 하는 경우에

가)상 방보다 더 화를 내는 편이다.

나)상 방보다 화를 덜 내는 편이다.

질문: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가)그런 생각을 혼자만 속으로 간직한다.

나)그 사람이 당신의 그런 생각을 알게 만든다.

표 2. A형 성격과 적대적 성향 설문 예
Table 2. Classification of hostility 

감 해결지도는 로버트 리엄스 등에 의해 제안

된 다양한 분노 처리 방법으로 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적대감 해결지도 
Fig. 1. Solution map for hostility

Ⅲ. 분노 관리용 모바일 헬스케어 앱

1.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 어 애 리 이션은 ICT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으로 건강을 리할 수 있는 로그램으

로 2000년  반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모바일 

헬스 어는 소통의 수단이 ‘휴 폰’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는 재 사용되는 용어  의미와는 차이가 컸다. 2000년

 반 당시 모바일 헬스 어는 부분 문가의 개입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서비스들이었지만 스마트폰의 

화로 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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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기능 제품이름

의학정보 

앱

질병에 한 정보 등  제공(검색, 

검사, 의료기  추천 등)

엠하이닥

(mHiDoc), 

헬스토픽

운동 리 

앱

운동에 한 정보 등 제공(운동

량, 운동법, 열량계산 등)

런타스틱

(Runtastic)

표 3. 모바일 헬스케어 앱 예
Table 3. Examples of mobile healthcare App

식단조  

앱

개인 식단에 한 정보 등 제공

(식단 추천, 열량계산 등)
칼로리 코디

생체정보

측정 앱

생체정보 측정  정보 제공(

압, 당, 심 도, 체지방 등)

Q-care

(큐 어)

착용형+앱

발목에 장착하는 유아용 기기

(아기의 호흡, 심박수, 체온, 방의 

밝기나 온도 등)

Sproutling

발작환자를 한 기기(환자의 몸 

상태 악, 발작 시 응방안 제

공)

Dialog 

모바일 헬스 어라는 용어가 나온 지 10년이 안된 시

에서 벌써 시 에는 4만개 이상의 애 리 이션이 출시

고, 이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사람도 2억 명

에 달할 만큼 넓게 확산되고 있다
[2].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 어 앱은 

수집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수집된 건강 련 데이터를 다양한 UI를 통해 사용

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따른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에 의학 용기기 없이 렴하게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모바일 헬스 어는 스마트

폰에 탑재된 치 기반 시스템과 스마트폰과 연동된 건

강 측정기기에 탑재된 몸의 변화를 감지  인식하는 생

체신호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 건강 측정기기를 이용해 

압, 심박 수, 스트 스 정도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악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스마트폰의 연결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종 신호와 정보를 송한다. 건강 

측정기기 등 용 단말기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

하고, 스마트폰은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스마트폰으로 송

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모바일 헬스 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재 시 에 나와 있는 4만개 이상의 모바일 헬

스 어 앱은 크게 의학 정보, 운동 리, 식단 조 , 생체

정보 측정 앱 등으로 나  수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술의 발달로 착용형

(웨어러블, Wearables) 는 앱세서리(Appcessory) 기기

와 연동된 다양한 헬스 어 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 나아가 서비스

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에서 기존의 앱 개발이나 서비

스와는 다른 면이 있으며, 단순한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서 재미있고(fun), 쉬우며(easy), 문 이고(expert), 다

양한 혜택(reward)과 정보를 공유(share)하는 개념을 제

시하며 생활에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표 3은 시

에 나와있는 모바일 헬스 어 앱의 를 보여 다.

2. 모바일 헬스케어 앱

분노 리를 한 모바일 헬스 어 앱을 설계하고 구

하기 해 분노를 경험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메뉴를 구성하 다. 앱은 

분노와 련된 정보, 신체 건강과의 연 성에 한 정보, 

성격(A형)이나 감(냉소, 분노, 공격성) 테스트, 스트

스 경향 테스트, 정신 생산성 진단 테스트(KMPI), 일

지 쓰기, 분노 리( 감 해결 지도 등), 상담 등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모바일 웹앱을 구 하기 해 

웹 표 기술인 HTML5, CSS3,  JavaScript와 모바일 앱 

개발 랫폼인  jQuery, jQuery Mobile을 사용하고 서버 

로그래 을 해 JSP(Java Server Page)와 mySQL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구 된 분노 리용 헬스 어 앱의 캡쳐 화

면을 보여 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시키거나 라우  

주소창에 웹앱의 주소를 입력하면 도입 화면이 나타나고 

3  후에 앱 메인 서 메뉴, (a)로 이동하게 된다. 메인 

서 메뉴는 분노에 한 각종 정보 제공 메뉴, 자가 진단, 

일지 쓰기, 분노 리, 커뮤 티  상담, 설정 메뉴의 6

가지 메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의 (b)는 각종 자가 진

단 테스트의 목록을 보여 다. (c)는 (b) 화면에서 ‘스트

스 경향 테스트’를 선택할 때의 설문 목록을 보여 다. 

사용자는 총 25문항의 설문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

을 선택하고 ‘스트 스 경향 확인’ 버튼을 르게 된다. 

이 때 선택한 문항의 개수에 따라 사용자의 스트 스 정

도에 한 결과가 (d)와 같이 보여진다. 사용자는 스트

스 정도에 따라 한 스트 스 해소법을 찾으려면 ‘결

과에 맞는 스트 스 해소법’ 버튼을 르거나 지나간 스

트 스 정도에 한 통계를 보기 원하면 ‘스트 스 통계 

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e)는 스트 스 경향 테스트에 의

한 사용자의 스트 스에 한 통계를 그래  형태로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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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2. 분노 관리용 헬스케어 앱 캡쳐 화면
      (a) 앱 메인 서 메뉴 화면, (b) 자가 진단 목록 화면,

      (c) 스트 스 경향 테스트 설문 화면, (d) 스트 스 경향 

테스트 결과 화면, (e) 스트 스 경향 테스트 통계 화면

Fig 2. Captured screens of healthcare App for 
anger management 

      (a) main submenu, (b) self-examination list, (c) stress 

test, (d) result of stress test, (e) statistics of stress test

Ⅳ. 결론

재 시 에는 많은 모바일 헬스 어 앱이 출시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치 기반 시스템과 각종 

센서를 건강측정기기 등 용 단말기와 연동하여 수집한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해 모니터링하고 련 건

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주로 신체 인 건강 

리에 집 되어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IT 기술의 발달

로 착용형(Wearables) 는 앱세서리 기기와 연동된 다

양한 헬스 어 앱의 개발로 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이 받는 각종 스트 스와 압박 

 내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노의 리를 해 정

신건강 리용 모바일 헬스 어 앱을 개발하 다. 괴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노를 리하는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되는 분노

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 된 분노 리용 헬스 어 앱은 사용자의 정신건

강을 해 가장 괴 인 감정  하나인 분노의 작동 기

과 신체 질병과의 계성 등 분노에 한 정보를 제공

하고 분노를 효율 으로 리, 해결하기 한 각종 테스

트와 리 기법, 상담 등의 메뉴를 통해 사용자에게 

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앱이다. 본 연구를 통해 통해 앞

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하게 응용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는 앱을 구 할 수 있는 기 를 놓았다. 향

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웹앱의 형태에서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에서 측정된 신체 정보를 활용한 

정신건강 리 하이 리드 앱 구 한다. 둘째, 최근에 

속하게 발 하는 헬스 어 랫폼을 사용하여 착용형 기

기와 연동된 헬스 어 앱을 개발함으로써 상시 으로 신

체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스트 스나 감정 변화 등

을 감지하여 정신건강의 방  차원에서 응이 가능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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