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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이

에 따른 노인층 인구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및 기능장애는 노년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며 부양가족 및

개인의 의료 비용 증가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1].

이처럼 기대수명증가는 사회적으로 노인성 질환에

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건강 유지 및 예방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가의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강좌 및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층의 건강 향상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2].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자는 수도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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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관계자와 보건 의료진이 공동 개발하여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이는 관내의 65～85세 노인 지원자를 대

상으로 근감소증 예방과 함께 본인의 근력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및 건강한 생활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이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과 함께 좀 더 효율적이

고 지속적으로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맞춤형의 노인층 근력 향상 및

유지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 실제 사용자의 연

령대가 높은 만큼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다소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에 따르면 60대의 91.7%

가 스마트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장기

적으로 보았을 때, 50대 이상의 액티브시니어층을 포

함한 새로운 노인층 사용자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보

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조작

하고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잠재적 노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년 여성들 또

한 노화로 인해 신체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근육량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및 여러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이들도 사전에 근육 감소 예방

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4]. 이외에도 액티

브시니어 세대들은 건강 관리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근력 향상

및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ICT 기술 및 각종 스마트기기 보급의

대중화로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의료서비

스 접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스마트 헬

스케어서비스는 개인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맞춤

형 의료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5]. 하지

만 노인층의 경우, 젊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새로운 매체를 처음 접하

고 사용하기엔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6]은 신기술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더라도 노인들이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의 이점 및 방법을 이

해한다면 사용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헬스케어 관련 애플리케이션

을 조사한 결과, 노인층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애플리

케이션이 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UI를 적용하여 더 쉽고 간편한 건강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인층 대상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노인층의 근력 향상 및 유지관리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위한 기초연구 및 디자인 제

안을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노인층의 근감소증 예방과 함께 근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근감소증과 애플

리케이션의 주 사용자가 되는 액티브시니어 세대를

파악하고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률 및 수준을 이

해하고자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령층 대상

의 건강관리 방안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해 파악하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

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가 디자인한 인쇄물로 제작된 ‘근

력 저축통장’을 실제로 사용한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근력 저축통장’ 사용성 및 앱 개발에 대한

반응 등을 파악하고자 1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리

고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헬스

케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근력 운동과 BMI 및 개인 건강 정보를 기록하

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현황을 조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설문조사와 애플리케이션 분석내

용을 바탕으로 노인층의 근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UI 설계 및 디자인을 제

안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근감소증(Sarcopenia)의 정의

근감소증(Sarcopenia)은 노화와 함께 급격한 근육

량 감소로 인해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

다. 노인층에게 근육량 감소는 걷기, 균형, 근력 기능

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낙상으로 이

어질 수 있으며 골절의 위험도 역시 커질 수 있다

[7]. 또한, 근감소증으로 인해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이전에 비해 쉽

게 살이 찌기도 한다. 당뇨 환자의 경우엔 혈당 조절

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근감소증으로 인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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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노인층이 잘 숙지하고, 병원 및 기타 의료서

비스가 함께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8].

특히 최근 COVID-19의 장기화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 및 단체 활

동 자제 권고는 야외에서 산책 및 걷기 활동 등을

즐기던 사람들의 활동량 감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

다[9]. 활동량 부족 및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 등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근력 운동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2 액티브시니어 세대의 정의 및 특성

[10]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우

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이며, 이는 계속하여 증가

하여 향후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자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

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나이는 그 범

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의 통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1].

그중 70대 이상의 이전 실버 세대와는 확연히 다

른 특성을 가지는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는 주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시간・경제
적으로 여유를 가지며 여가 및 취미 활동에 보다 적

극 참여하는 계층을 뜻한다[12]. 이들은 젊은 세대

못지않게 자기관리와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등[13]

보다 열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다.

2.3 시니어세대의 스마트폰 사용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14].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 중 56.4%

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34.9%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

었다. 그러나 65～69세 이상의 연령대는 80% 이상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보유 및 사용 중이다. 이를

통해 노인 집단 내에서 70세를 전후로 스마트기 보유

및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은 대부분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노인층으로 유입한 65～69세는

이전의 노인층 세대와는 달리 정보 기기 활용에 있어

보다 높은 이해 수준을 보인다[15]. 방송통신위원회

의 [3]에 따르면 50대(60.3%)와 60대(37.6%)가 일상

에서의 필수 정보 매체를 스마트폰이라고 선택하였

으며 60대와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지속해서 증

가하였다. 또한 연령대별 스마트폰 이용 빈도 조사에

서 주 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에 50대는 95.8%, 60대

는 84.8%로 젊은 세대의 이용 빈도와 비교하여 보았

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만큼 보다 스마트폰

이용에 활발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2.4 고령층 대상의 건강관리 방안

먼저 노인층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도

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8]에서는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전문의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용자 조사를 통

해 10명 중 6명이 앱을 이용한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밝혔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방안

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와 유사

한 점이라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참여자

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력 저축통장’을 애플리케이션

화 시키며, 사용자가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고자 추가로 걸음 수 및 하루 동안의 활동 및 운동

결과에 대한 운동 다이어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또한 [16]에서는 노인층의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저항성 밴드 운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의 운동량

조절과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 및 진단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 서비스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애플

리케이션을 통한 자기 건강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찾아본 결과 [17]에서는 당뇨 자가 관리 앱 개발에

앞서 기존에 출시된 국내 당뇨 가기 관리 앱의 기능과

GUI(Graphic User Interface) 요소를 분석하고 사용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레이아웃과 컬러, 타이포그

래피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인층 대상의 건강관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계속해

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근

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운동 다이어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례 및 연구는 아직 부족한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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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을 고찰하였다.

2.5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구성요소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은 빠른 속도로 대중

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다양한 정보와 편리한 기능들

을 우리의 손안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 개발되고 있다. 때문에 편리한 기능임에도 불구

하고 노인층이 이를 사용할 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노인층을 위한 디자인을 할 때는 특정한 계층이

아닌 누구라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해야 한다[18].

이에 더욱 편리한 노인층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디

자인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GUI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았다. 먼저 색상의 경우 [19]의 연구에서는

고령층 사용자를 위하여 아이콘은 문자와 함께 표기

하여 기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고딕체

의 폰트를 사용하여 바탕색과 폰트 색의 색상대비를

주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20]

의 연구결과, 액티브시니어는 너무 많은 색채를 사용

하기보단 2～3배의 대비가 있는 색채를 적용하는 것

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레이아웃은 [11]의 연

구에서 콘텐츠마다 구분이 명확한 레이아웃을 적용

하고, 이를 모든 페이지에 일괄 적용해 결과적으로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을 밝

혔다.

이에 기능을 간소화시키고 보다 직관적인 인터페

이스를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노인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도 및 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근력 향상 및 유지 관련 디자인 사례연구

3.1 수도권 S 시 근력 저축통장

‘근력 저축통장’의 구성은 Table 1과 같으며, S시

관내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체성분측정과 간단한 노인체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

에게 3～5개월 동안 매월 1회의 월별 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사전 측정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을 파악하

고 개인별 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비교를 위한 사후 측정이 진행되었다.

실제 사용 결과 근지구력 및 평형성 등 노인 체력

평가의 항목 대부분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근육량, 기초대사량, 인바디를 측정하는 체성분측정

부분에서는 3～4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3～4개월의 단기적인 운동만

으로는 근육량이 향상되기 어려우며, 이에 지속적이

고 꾸준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력 저축통장’ 관리는 건

강생활지원센터의 운동 지도실에서 관리가 이루어

졌다. 이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매번 이를 지니고

다니는 것에 번거로움을 가지거나 분실 위험이 있다

고 판단하여 센터에서 보관되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접목한다

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노인층의 경우 꾸준한 운동이 근육량 증가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1차 사용 만족도조사 결과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 사용 희망자는 장기화된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율이 다

소 저조하였다. 이에 ‘근력 저축통장’을 실제 사용한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추후 대상자를

모집하여 추가 사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주

사용 대상자의 연령 파악 및 근력 저축통장 사용에

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존 참여 대상자의 연령대는 68세부터

85세로 평균 연령 75.4세라는 보다 높은 연령대의 참

여자들이 근력 저축통장을 사용하였다. 저축통장 만

족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약 73.3%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나머지의 응답에서도 ‘그렇다’(약 13.3

%), ‘보통이다’(13.3%)에 응답하여 모든 사용자가 근

력 저축통장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지

속적인 사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매우 그렇다’

66.7%, ‘그렇다’(20%), ‘보통이다’(13.3%)로 모든 사

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근력 저축통장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었을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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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53.3%인 8

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중

에는 설문에 참여한 80대의 대상자 6명 중 5명이 포

함되어 있었다. 반대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

들은 스마트폰에서 건강관련 앱을 6개월 혹은 1년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련

앱 유경험자들의 응답은 매우 긍점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 대상자의 연령대가 높은 노인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응답자 평균연령 75.4세), 수기형으로

작성하는 인쇄물이 스마트폰보다 더 익숙하기 때문

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수기

형 근력 저축통장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병

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현재의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은 크게 측정

결과기록과 운동 다이어리 작성으로 구성되어있으

나 이를 애플리케이션에 접목한다면 또 다른 추가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에 대한 의

견을 받아본 결과, 건강 생활정보 및 간단한 근력 운

동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

았다. 추가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을 조사한 결과, ‘삼성헬스’ 그리고 ‘만보시루’등

하루 동안의 걸음 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보기 앱을

자주 사용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근력 저축통장 애

플리케이션에 걸음 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3.3 근력 운동 및 체중기록 관련 애플리케이션 현황

쉽고 간편하게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어 계속해

Table 1. Design and composition of 'muscle saving account'. 

Design

Contents configuration

Sheet 1 Final score and points confirmation

Sheet 2

1st measurement

Basic measurement
(Height, Weight, BMI)

muscle mass, basal metabolic rate, Inbody Score, Grip strength,
Sit-to-Stand Test, 3 m Turning and sit-to-walk

Sheet 3

2nd measurement

Basic measurement
(Height, Weight, BMI)

muscle mass, basal metabolic rate, Inbody Score

Sheet 4

3th measurement

Basic measurement
(Height, Weight, BMI)

Grip strength, Sit-to-Stand Test, 3 m Turning and sit-to-walk

Sheet 5

4th measurement

Basic measurement
(Height, Weight, BMI)

muscle mass, basal metabolic rate, Inbody Score

sheet 6

5th measurement

Basic measurement
(Height, Weight, BMI)

muscle mass, basal metabolic rate, Inbody Score, Grip strength,
Sit-to-Stand Test, 3 m Turning and sit-to-walk

sheet 7 Exercise Diary (Write my daily exercise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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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바일 기반의 헬스케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의 근력 및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근력 저축통장’을 구성하는 내용을 기능

으로 포함하는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위주로 분

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근력 운동 또는 근육량 및

BMI 등 체성분측정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하고, 평가 수 4.5 이상,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공통으로 설치

가 가능한 앱으로 선정하고 총 네 가지 애플리케이션

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

를 통해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Nike Training Club’은 200여 개의 다

양한 운동법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개인의 레벨 및

목표 그리고 장비의 유 무 등 다양한 옵션에 따라

맞춤화 운동이 가능하다. 두 번째, ‘pacer’는 걸음 수

를 기반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체중감량과 활동량 증

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Mealligram’은 체중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사진을 함께 업로드하고 식사량 및 식사

시간 등을 기록한다. 그리고 끼니마다 식단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Burnfit’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캘린더를

통해 체계적인 운동 기록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계획된 모든 운동이 끝나면 운동 후의 감정 등을 기

록하거나 메모를 남길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네 가지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Mealigram’을 제외한 나머지의 애플리케이션들은

개인 맞춤화 운동 설정이 가능하였고, 신체정보 기록

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였으

며,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BMI가 계산되는 애플리케

이션도 있었다. 또한, 평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디

테일한 정보는 유료결제가 필요하였으며, 운동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Nike Training Club’이외에는 유료

결제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시청할 수 있었다. ‘Nike

Training Club’과 ‘pacer’는 리워드의 개념으로 운동

달성 기록 및 걸음 수에 따라 뱃지를 부여한다. 이는

게임을 할 때 레벨 업에 따른 보너스 아이템을 받는

보상과 비슷하게 느껴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재미있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듯하다. ‘Burnfit’은 운동 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점이 ‘근력 저축통장’

과 비슷하였으며 또한 ‘Mealigram’과 ‘Burnfit’은 캘

린더를 통해 식단 및 운동 관리가 이루어져 있어 운

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보다 편리하였다.

3.4 애플리케이션 UI 설계 및 디자인 제안

1차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와 기존의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을 토대로 UI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설계하

였고 이에 대한 내용과 디자인을 Table 3을 통해 정

리하였다. 일러스트와 색상 등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과 일체감을 주고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서체는 고딕체를 사용하되 색상은 [19]

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을 참고하여 많은 색 사용을

자제하고, 세 가지 색상 (초록, 흰색, 검정)을 기본으

로 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선택 및 중요 내용에는 초

록색을 사용하여 강조하였으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혹은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하여 색상

Table 2. Satisfaction survey result summary.

Statement Result

1 Satisfaction with using 'muscle saving account'
Strongly Agree(73.3%) > Agree(13.3%) ≥ Neutral(1
3.3%)

2 Benefits of using a 'muscle saving account‘
Measurement result recording(66.7%) > Motivate to
exercise(33.3%)

3 Additional required functions
Healthy life information,
strength exercise information

4 Do you think it helped to increase muscle mass?
Strongly Agree(40.0%) ≥ Agree(40.0%) > Neutral(1
3.3%) > Disagree(6.7%)

5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muscle
saving account'

Strongly Agree(66.7%) > Agree(20%) > Neutral(13.
3%)

6 Intention to use when developing applications
Strongly Disagree(53.3%) > Strongly Agree (13.3%)
≥ Agree(13.3%) ≥ Disagree(13.3%) > Neutral(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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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통해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명확

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앱을 실행하면 보이는 스플래시 화면(Splash

Screen)이 사라지면 메인화면을 보여준다. 하단 메

뉴는 홈, 측정결과, 활동, 내 통장으로 총 4가지의 메

뉴로 구성하였다. 또한 [18]의 연구와 같이 메뉴의

아이콘과 문자를 함께 표기하여 각 메뉴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메인화면인 홈 화면

Table 3. Application function comparison analysis.

Application ➀ Nike Training Club ➁ Pacer

Characteristic

1. personalized workout settings
(Using of equipment, number of
exercises, etc.)

2. Approximately 200 workout
program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3. Record reward achievements.

1. Possibility of checking workout and
health data at once.

2. Record reward achievements.

Grade

App Store 4.9/5.0 4.8/5.0

Google Play
Store

4.7/5.0 4.8/5.0

Function

Record excercise ○ ○

Free excercise
method

○ ×

Personalized
excercise

○ ○

Data analysis × ○(Charge)

Reward ○ ○

Diary × ×

Community ○ ○

Application ➂ Mealligram ➃ Burnfit

Characteristic

1. Possibility of meal record with
photos

2. Check the calendar of your meal
record

3. Physical record management
(weight, body fat measure, skeletal
muscle mass)

1. Check the calendar of your workout
history.

2. Link to YouTube home training
video in the app (automatically
record after watching in the
calendar)

3. Post-workout emotional records and
notes

Grade
App Store 4.8/5.0 4.9/5.0

Google Play Store 4.6/5.0 4.8/5.0

Function

Record excercise ○ ○

Free excercise
method

× ×

Personalized
excercise

× ○

Data analysis ○(charge) ×

Reward × ×

Diary ○ ○

Commun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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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을 한눈에 확

인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자

형태로 구분 지어 디자인하였다.

근력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만

들었다. 앞서 분석한 애플리케이션 중 두 가지의 애

플리케이션은 캘린더를 통해 운동 결과 및 결과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캘린더

의 날짜를 선택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

다. 그리고 모든 측정을 선택하여 원하는 차수의 측

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육량, 기초대

사량 등 본인의 측정 결과는 평균 수치와 함께 비교

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의 변화에

서도 이전 차수와 비교한 결과를 쉽게 비교할 수 있

도록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는

체성분 측정(근육량, 기초대사량, 인바디)과 노인 체

력평가(근력 운동 평가)를 구분하였고 원하는 항목

을 선택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연령층이 높은 점을 고

려하여 모든 메뉴의 상단에는 “날짜를 선택하고 근

력 측정 결과를 확인하세요”와 같이 사용법을 유도

하는 문장을 표시하여 사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음은 나의 메뉴와 같은 기능의 내 통장이다. 이

메뉴를 통해 이용자의 관리 센터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 사진 및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과 동일하게 나의 운동

다짐을 작성하고 근력 저축을 이용한 지 몇 일째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운동 다이어리 작성 부분에

서는 사진을 추가하여 운동 및 산책 등을 추가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로 운동 후 오늘의 기

분을 작성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완하

Table 4. Application key features and design suggestions.

Function Splash screen and main screen design

Record excercise

Free excercise method

Personalized excercise

Data analysis

Diary

Community

muscle strength measurement result

Check the amount of activity

Fig. 1. The confirmation screen of muscle strength measure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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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동 결과 만족도를 점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추후 실제 개발 시 작성 부분에는 직접 작성과 함

께 객관식의 문장형 보기를 만드는 것도 사용자가 더

욱 편리하게 운동 다이어리를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1차 사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결과를 조사하였을 때 걸음 수 기반

의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하루 동안 이용자가 걸은 걸음 수를 측정하고 분석하

는 활동 메뉴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이는 본인의 목

표 걸음 수 및 달성 완료 퍼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 일, 주, 월, 6주, 년 단위를 선택하

여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

로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 및

운동 방법을 동영상과 일러스트를 통해 제공하는 기

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보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운동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노인층이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이

고 편리하게 근력 향상 및 유지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 수도권 S 시의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우선 대상층

은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 사용자인 65세 이상의 노

인층에서 액티브시니어 세대까지 확대하였다. 이들

의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률을 파악한 결과, 이전의

노인층과 다르게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탄탄한 노후 준비와 함께 여가생활 및 자신에게 아낌

없는 투자를 하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

고자 하였으며, 이들은 스마트폰 이용 빈도 역시 젊

은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고령층 대상의 건강관리 방안으로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기관리는 앞으로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사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근력 저축통장’ 사용

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

들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관계로 애플리케이션보

다는 수기형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에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너

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레이아웃이 복잡해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수였고 이를 연령대가 높

은 노인층이 근력 운동을 위해 사용하기엔 다소 어려

움이 있어 보였다. 이에 노인층이 쓰기에 어려움이

없고 접근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메뉴를 간소화했으

며, 보다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

자 형태로 구분을 지어 디자인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을 구성하는 색상은 기존의 수기형 ‘근력 저축통장’

과 동일한 색상을 적용했으며, 많은 색상 사용을 자

제하고 초록, 흰색 그리고 검은색을 사용하여 정보의

중요도 및 명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1차

사용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과 다르게 ‘근력 저축통

장’ 사용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설문을 추가로

진행하여 제안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기능에 관

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디자인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층 근력 향상 근

력 및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근감소증 예방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Fig. 2. The screen for writing your passbook and diary,

Fig. 3. The screen of you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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