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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에 비해 심

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1].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만성 폐쇄성 폐질

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2].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미세먼지 절감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부터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미세먼지로부터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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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ntents characteristics of fine dust management apps currently released in Korea and evaluate the quality 

level. Methods: We found 400 apps to search for keywords related to fine dust, and 30 apps that meet certain criteria were selected as the final research 

subjects. It describes the main content status of 30 apps. Additionally, we evaluate the quality level of the app by utilizing the mobile application rating 

scale (MARS). We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ARS Score, consumer score, and number of reviews. Results: Most fine dust apps were providing 

contents that provide fine dust concentration based on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According to the MARS evaluation, engagement was low in 

average score, and in aesthetic, the gap between apps was large.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cores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It is nec-

essary to develop differentiated contents such as personal health records and monitoring in order to increase the motivation and sustainability of using 

the fine dust mHealth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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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Health application (mHealth 앱)이 활용되고 있다. mHealth 앱

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일컫는 단어로써 

다양한 mHealth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3]. mHealth 앱은 만성질

환,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5].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분야

도 많은 mHealth 앱을 출시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6].

mHealth 앱의 수요와 공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mHealth 앱들

이 질적으로 우수한 지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외에

서는 COVID-19 발생률 모니터링 및 관리와 관련된 앱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앱들의 콘텐츠 분석 및 유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함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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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7].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행태 영역 앱들에 대해서도 분석 

및 리뷰가 진행된 바가 있다[9]. 또한 mHealth의 사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10]. 

이와 같이 mHealth 앱들에 대한 체계적인 리뷰 및 평가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유는 mHealth 앱 개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mHealth 앱

의 정보 및 기능의 신뢰성 문제가 함께 중요한 이슈로써 부각되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높은 질의 앱 선택을 위한 참고 지표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언급되고 있기도 한다[11]. 미세먼지 mHealth 앱 역

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질 높은 미세먼지 앱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미세먼지 관리 앱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미세먼지 관리 앱들의 도메인 

콘텐츠 특성을 파악하고, 2)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앱의 질적 수준

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 앱들의 주요 콘텐츠 특성을 파악하고, 이

를 기반으로 앱 콘텐츠들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세먼

지 관련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앱들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앱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특성 및 기능을 파악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

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앱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앱의 질 평가를 실

행하였다.

앱 검색 및 콘텐츠 분석

먼저 미세먼지 앱의 주요 콘텐츠 도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에

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앱 10개를 선정하고 파일

럿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콘텐츠를 분류하였다. 다음 미세먼지 

앱 검색을 위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 논문을 

참고하였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앱 플랫폼에서 미세먼지 검색 시 나타

나는 상위 연관 검색어를 고려하여 주요 키워드를 ‘PM2.5’, ‘PM10’, ‘미

세먼지’, ‘황사’로 선정하였다. 그 후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선정된 키워드 별로 각각 50개의 앱을 검색하여 총 400개 앱

(android 200개, IPhone 200개)을 검색하였다. 이 중 국내에서 앱 소비

자들에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세먼지 앱을 선별하기 위하여 

(1) 별점 4.0 이상인 앱, (2) 리뷰 수 TOP 50, (3) 중복되지 않는 앱, (4) 주

제와 관련성이 높은 앱, (5) 한국어로 설정된 앱, (6) 오류 없는 앱과 같

이 6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ure 1. App review and select process. App,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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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앱의 질 평가

선정된 앱들은 Mobile Application Rating Scale (MARS) 척도를 통

해 평가하였다. MARS 모바일 앱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국외에서 개

발된 앱 평가도구이다[11]. 현재 다양한 모바일 헬스 분야의 앱에서 활

용되고 있다[12,13]. MARS는 몰입성, 심미성, 기능성, 정보제공성, 주관

적 평가의 5가지 카테고리 및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

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MARS 평가 척도는 문항 간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mHealth 관련 분야의 경력 및 전문지

식을 가진 연구자로 구성되어 개발이 진행되었다[11]. 연구대상 앱들의 

평가는 2020년 1월 3-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하였다. 앱의 평가는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전공자 4명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교

차하여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앱들 각각 일주일 동안 평가된 점수를 

카테고리 별로 평균을 산출하였고 5개 카테고리의 평균으로 전반적인 

질 점수(Overall score)를 산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앱의 MARS 평가 점

수와 실제 소비자 별점, 리뷰 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여 상

관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점도 행렬을 통해 이를 시각화하였

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R 4.0.0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

ing, Vienna, Austri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앱 선정 결과

검색 키워드를 통해 400개의 앱을 검색하였다. 400개의 앱 중 6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앱들을 제외하고 최종 30개의 앱(android 11개, 

IPhone 19개)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앱 콘텐츠 분석 결과

앱의 콘텐츠 특성 및 현황 파악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도메인은 콘

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는 정보제공성 콘텐츠로, 미세먼지 정보 지원에 필요한 기본 기

능은 기능성 콘텐츠로, 그 외 운영체제, 업데이트 등은 기본 콘텐츠로 

분류하였다. 기본 콘텐츠에서 업데이트 주기는 3개월 이내 22개(73.5%), 

3-6개월 1개(3.3%), 6개월 이상 7개(23.3%)로 다수의 앱이 3개월 이내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광고를 삽입하고 있는 앱은 26개(86.7%)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능성 콘텐츠에서는 GPS (global posi-

tioning system) 기반의 자신 위치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및 날씨를 

제공하고 있었다(90%). 다음으로 날씨 및 미세먼지 예측 기능이 26개

(86.7%)로 가장 많은 앱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은 21개(70.0%)의 앱이 지원하고 있었다. 

정보제공성 콘텐츠에서는 대기오염정보를 지원하고 있는 앱이 19개

(63.3%)로 나타났다. 기상청 및 관측소를 통한 미세먼지 관련 뉴스 제

공 콘텐츠가 17개(56.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미세먼지에 따른 유용

한 생활 팁을 제공해주는 콘텐츠는 12개(40.0%)로 나타났다.

Table 1. App contents analysis

Domain Total (n=30)

Basic contents
   OS
      Android 11 (36.7)
      iPhone 19 (63.7)
   Update (mon)
      <3 22 (73.3)
      3-6 1 (3.3)
      >6 7 (23.3)
   Advertisement 26 (86.7)
Function
   Widget 22 (73.3)
   Community & weather sharing 21 (70.0)
   GPS 27 (90.0)
   Link of organization and lab 17 (56.7)
   Multiple language 6 (20.0)
   Alarm 18 (60.0)
   Forecast 26 (86.7)
   Map function 17 (56.7)
Information
   Cause of fine dust 7 (23.3)
   Oversea information 8 (26.7)
   Weather information 22 (73.3)
   Disaster information 4 (13.3)
   Air pollution information 19 (63.3)
   Action tips 12 (40.0)
   Term definition 11 (36.7)
   News 17 (56.7)

Unit: n (%).
App, application; OS, operating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Figure 2. MARS score dimensions. MARS, mobile application rating scale; 
app,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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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능성과 정보제공성은 유사한 분포를 나

타냈다 전반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앱은 ‘하이

날씨’ 앱으로 3.8점으로 나타났다. 하이날씨 앱은 기능성과 정보제공

성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Table 2, Figure 2).

MARS 점수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별점, 리뷰 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Figure 3과 같다. MARS Overall score와 소비자 

앱의 질 평가 결과

MARS를 활용하여 앱의 질을 평가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몰입성 3.06 (standard deviation, SD: 0.45), 기능성 3.61 (SD: 0.38), 심미성 

3.37 (SD: 0.64), 정보제공성 3.58 (SD: 0.44)로 나타났다. 다음 Figure 2는 

MARS 평가 영역별 점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

로 몰입성의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은 앱들 간의 

Table 2. TOP 10 mobile app rating scale by MARS 

App name OS Engagement Functionality Aesthetics Information
Subjective 

quality
Overall 
score

Rating
Number of 

review

하이날씨 iPhone 3.3 4.2 3.8 4.2 4.2 3.8 4.7 321
대기오염정보 Android 4.0 3.9 4.1 4.2 4.3 3.6 4.6 5,000
미세먼지 PM10 Android 3.0 4.1 3.6 3.7 3.1 3.4 4.0 10,000
첫화면날씨 Android 3.6 3.9 4.1 3.6 3.9 3.4 4.3 7,782
AirVisual iPhone 3.7 4.0 3.7 3.8 3.8 3.3 4.7 8,860
날씨날씨 Android 3.7 3.9 3.9 3.9 3.6 3.3 4.7 4,600
AirVisual Android 3.4 3.8 4.1 4.1 3.5 3.3 4.7 130,342
원기날씨 Android 2.9 3.9 4.4 4.0 3.7 3.3 4.5 70,379
Dusts iPhone 3.4 3.7 4.2 3.7 3.8 3.3 4.2 164
이런X미세 iPhone 3.0 3.9 3.5 3.8 3.6 3.3 4.7 27

MARS, mobile application rating scale; App, application; OS, operating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Figure 3.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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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의 상관계수는 0.014, MARS Overall score와 리뷰 수의 상관계수 

0.10, 소비자 별점과 리뷰 수는 0.16으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앱들이 질적으로 

유용한 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앱의 도메인 콘텐츠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연

구대상 앱들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콘텐츠 현황을 기술하였

다. 추가적으로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다음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논의점을 갖는다.

첫째, 최종 연구대상 앱 선정을 위한 분류 과정에서 ‘iOS’ 앱보다 ‘안

드로이드’의 앱이 분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연구대상에 제외되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iOS’의 ‘앱 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간의 근본적인 앱 출시 심사 지침의 차이가 있

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앱 스토어의 경우 개발자의 앱 

출시를 심사할 경우 심사 절차가 보다 엄격한 데 반해 구글 플레이 스

토어는 심사 과정이 거의 없다[12]. 이 때문에 앱 스토어의 앱은 대부분 

오작동이 적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은 오류가 있는 앱이 종종 발견

된다. 이는 mHealth 앱의 무분별한 출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mHealth 앱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기능 및 정보제공성 콘텐츠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

먼지 앱은 GPS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

적인 서비스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의 심각성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고[13], 보건의료계에서는 미세

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건강피해 규모 예측과, 미세먼지의 농도 

수준에 따른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4]. 또한 미세먼지 앱이 활발히 사용

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연동을 통해 정보를 전

달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15]. 이는 국내의 미세먼지 관리 앱들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참고 할 수 있는 기술이며,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에 있어 앱 소비자들에게 측정 방식을 소개하는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단순히 미

세먼지 농도 정보만을 제공하기보다는 앱 소비자의 니즈와 학계의 건

강관리지침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콘텐츠를 다각화하는 방향이 필요

하다.

셋째, 현재까지 미세먼지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성 콘텐츠는 보

편적으로 외부 기관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었다. 미세먼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mHealth 앱뿐

만 아니라 다양한 웹사이트, Android, iOS 기본 위젯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mHealth 앱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앱 사용 동기 저하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앱 사용에 대한 동기 부족은 모바일 헬스케어의 효

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써 mHealth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

가 되어오고 있다[16]. mHealth 앱의 중요한 사용 동기 요인 중 하나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17]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피드백, 미세먼지로

부터의 개인 건강 체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안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의 관련 질병 및 건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넷째, MARS를 통한 앱 평가에서 몰입성의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심미성 평가에서는 앱들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앱 사용 동기 및 지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mHealth 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로 가능성을 인정받

고 있지만, mHealth의 낮은 몰입성 문제는 이와 같은 mHealth 앱을 저

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 mHealth 디자

인에 관한 이슈 mHealth 앱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령층에 따라 사용 

편의성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19].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mHealth 디자인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모델이 개발

되고 있으며[20], 사용자의 연령 및 건강 관련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디

자인 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1]. 향후 미세먼지 앱 개발

에서도 몰입성 사용자의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을 고

안하는 등 mHealth 앱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관분석 결과에서 앱 소비자 별점 및 리뷰와 MARS overall 

score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소비자 별점과 같은 평가 척도의 한계점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앱의 질 평가 또한 평가 주체에 따라서 시각 차이

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앱 평가도 전문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

용자의 피드백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uMARS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22]. 이는 기존의 MARS 척도가 

mHealth 및 관련 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벗어나 

앱 사용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

교적 용이하다[22]. 즉, 소비자의 앱 선택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

는 앱의 질 평가 또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주체를 다

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내 앱 사용자들의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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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춤형 척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정된 기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mHealth 앱들은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콘텐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

다. 둘째, 국내 앱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는 앱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셋

째, 현재 mHealth 앱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uMARS 

평가 척도가 개발되었음에도 이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최초로 미세먼

지 mHealth 앱을 리뷰 및 평가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세먼지 앱의 콘텐츠 특성을 

기술하고 앱의 질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은 미세먼지 앱의 질 평가를 최초로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현재 국내의 미세먼지 앱들은 보편적인 미세먼지 농도 정

보 제공을 넘어서서 앱 사용 동기 및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

화된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보건의료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한 앱 평가 척도 개발 및 질 

평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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