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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body indices and nutritional indices between the smartphone user group who
received the remote healthcare services and paper record group who performed only the self-record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body indices and changes of nutrition indices in the SmartCare Service Pilot Project conducted in 2011. Methods: Among 422 participants who were
randomized in this study, the final analysis subjects were a total of 324 people, excluding the people who dropped out during the 6-month service
period and who missed dietary intake records. For evaluation, the changes were compared with baseline and after 6 months by comparing 6 types of
body indices and 14 types of nutritional indices and the correlation of changes were analyzed for elements of each evaluation index. Results: Changes
in body indices, the smartphone user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much higher in weight, BMI, waist circumference, and percentage of body fat than the paper record group (p < 0.05). Also, changes in nutritional indices,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Niacin, Ca, and Cholesterol
showed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p < 0.05). In addition, correlation of changes in the body indices and nutritional indices, the body indices
of smartphone user group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Niacin, Ca, P, Mg, and Cholesterol (p < 0.05). On the other hand, the body indices of the paper record group didn’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elements of
nutritional indices. Conclusions: The smartphone user group showed more improved indices related to obesity compared to the paper record group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st changes of body indices and nutritional indices have the positiv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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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하다[2,3]. 가장 대표적인 연관 질병은 고혈압이며 정상인 보다 5배 더
높게 발생을 하고 제2형 당뇨의 경우는 10배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비만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

되었다[4,5].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당, 이상지질, 복부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전세계 인구는 생활환경

만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과 영양상태 개선으로 비만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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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약 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6]. 이러한 비만

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유헬스 케어 비만 관리 연구에서 생체 지표와

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과 연계되어 사회적 비용

영양소 지표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행하

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안을 모색

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7].

이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원격건강관리

비만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생체 측정 지표는 체중, 체질량지수(body

서비스를 받은 스마트폰 이용군과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자가 기록만 진

mass index, BMI),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 등이

행한 자가 기록군의 생체 지표와 영양소 지표의 변화량을 분석과 각

있다[8]. 생체 측정 지표 중 대표적인 지표인 BMI의 경우는 아시아 성

지표 요소들의 변화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인 기준으로 25 kg/m 이상을 비만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9-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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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 교육 및 상담 등으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식습관 개선과 행동 변화에 대한 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올바른 식습관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위한

이 연구는 2011년도에 실시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6개

일상생활의 식이 섭취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은 성공적인 체중 감량 목

월(24주)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은 스마트폰 이용군과 서비스를 제공

표를 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14]. 또한 원격으로 영양 섭취

받지 않고 자가 기록만 진행한 자가 기록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

와 신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는 생체 지표인 총 6종류로 체중,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 수축기

보고가 되었다[15,16].

혈압, 이완기혈압이고 영양소 지표는 총 14종류로 Energy, Carbohy-

원격건강관리 모니터링 기술은 휴대성이 탁월한 모바일 IT 통신 기

drate, Protein, Fat, Fiber, Na, K, Vit.C, Niacin, Ca, P, Folate, Mg, Choles-

기와 생체 신호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센서 등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

terol로 하였다. 각 지표의 변화량은 베이스라인(1개월 평균)에서 6개월

에서나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

(6개월 평균) 시점의 변화량으로 하였다.

다[17,18]. 최근의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모바일 기기는 다양한 헬스
케어 앱(application)을 이용하여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헬스케어 기기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19].
이러한 원격건강관리 분야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의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과제로 2개 대학병원에서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 2011년 3월 9일부터 2013년 4월 3일
까지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을 하였다.

연구 사례를 보면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군과 자가 기록군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한 체중 감량 효과와 영양소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었으나 현

1) 연령: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구는 아니다[20].

2) BMI ≥ 25 kg/m2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웹 모니터링 기반의 영양상

3) 대사증후군 유병자(다음 요소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태 교육을 제공한 후에 생체 지표와 영양소에 대한 전과 후의 비교 연

(1) 복부 비만: 허리둘레 ≥90 cm (남), 85 cm (여)

구[12]도 있었으나 이 연구의 경우는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2) 혈압 ≥130/85 mmHg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유헬스 케어 서비
스(u-health care service)를 받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상자들(스마트
폰 이용군)과 유헬스 케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자가 기록만 진행한 대
상자들(자가 기록군)로 구분하여 생체 지표와 영양소 지표의 변화량
을 비교하고 두 지표군들의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확인하는

기 혈압 85 mmHg 이상) 또는 항고혈압약물 투여 중인 환자
(3) 공복 혈당 ≥100 mg/dL
(4) 중성지방(triglyceride) ≥150 mg/dL 또는 피브레이트(fibrate) 제
제를 복용 중인 환자
(5)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40 mg/dL (남), 50 mg/dL (여)

것이었다. 생체 지표와 영양소 지표의 변화량 분석은 개선 효과를 의

4) 임상시험의 목적을 이해하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 환자

미하고 좀 더 나아가 두 변화량 지표 군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5)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U-헬스케어용 스마트폰의 사용이 가능한

은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환자

도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체 지표 분석과 영양분석에 대한 관

6)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

계를 연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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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형 당뇨병 환자 및 인슐린 치료를 요하는 II형 당뇨병 환자
2) 현재 입원 중이거나 임상시험 기간 내에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되는 환자

를 판정 받은 후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스마트폰 이용군에게는 원격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 앱이 탑
재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체성분계(InbodyIH-

3) 최근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진단 받은 환자

U070B)를 지급하였다. 스마트폰 이용군은 가정에서 체성분계를 이용

4) 신 대체요법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

하여 체중을 측정하면 데이터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상담 센터의 시스

5) 임산부

템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었다. 자가 기록군에게는 식사의 종류를

6) 간부전(심한 간기능 장애 환자)

기록할 수 있도록 일지를 지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스마

7) 조절되지 않는 만성폐질환

트폰과 앱, 체성분계, 사용자 매뉴얼, 자가 식이일지는 국책과제 펀드

8) 담석증 환자(단, 급성기 또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연구자

로 무료로 지급하였다.

판단 하에 등록 가능)

생체 지표 측정은 6개월 동안 총 3회(스크리닝 방문, 12주 중간 방문,

9) 인지장애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

종료방문)를 병원 방문하도록 하였다. 간호사가 참가자들의 신장과 체

10) 리덕틸 (sibutramine), 제니칼 (orlistat) 등 항비만약물 치료 중

중을 측정하여 BMI를 계산하였다.

Ⓡ

Ⓡ

이거나 예정인 환자

체지방량은 체성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허리둘레는 발 간격

11)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씬지로이드 (levothyroxine), 당뇨
Ⓡ

약, 정신과약을 복용 중인 환자
12) 기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신경계질환, 위장관계질환, 악성종양
등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의학적인 상태
가 있거나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임상시험 참여에 부적절한 환자
13) 스크리닝 방문 전 12주 이내에 타 임상시험(관찰연구 제외)에 참
여한 자

을 25-30 cm로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시킨 후 줄자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혈압계를 이용하여 왼
팔과 오른팔 양측을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산출을 하였다.
식이일지 기록은 3일(평일 2일, 주말 1일)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
군은 건강관리 앱에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을 되었고 자
가 기록군은 배포해 준 식사 일지에 6개월 기간 동안의 기록을 하면서
병원 총 3회 방문시 마다 간호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 이용군의 전송된 식사 데이터와 자가 기록군의 식이일지

서비스 제공
상담 센터에서는 참가자들이 센터의 시스템으로 전송한 측정 데이

는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4.0 program (CAN-Pro 4.0)을
이용하여 영양소 분석이 되었다[23].

터를 상담사(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들이 모니터링하고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를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상담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21]. 참가자와 상담사들은 건강관리 앱과 personal
computer (PC)를 통하여 건강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사들
은 대상자들을 사전 설문 및 유선상담을 통하여 원격건강관리에 따른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원격으로 예방,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참가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에는 원격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평상시에 제공 받은 원격건강관
리 서비스의 내용을 참조하여 의사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
마트 케어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용은 전화나 화상을 이용

분석방법
생체 지표와 영양소 지표의 변화량을 그룹 내 분석과 그룹 간의 차
이를 분석한 후 각 지표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1) 인구학적 일반적 특성은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Chi-square 검
정을 실시하였다.
2) 평가 지표인 변화량(change) 분석은 최초 베이스라인(1개월 평균)
과 최종방문(6개월 평균) 차이를 paired t-test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건강 상담(주 1회 실시), 쪽지나 메일을 이용한 건강 정보 제공(주 1

3) 평가 지표인 변화량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은 change를 analysis

회 실시), 건강상태 설문과 진행경과 관리 및 상태평가의 건강증진 프

of covariance (ANCOVA)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은 최초 기저치

로그램 제공(월 1회 실시), 개인별 건강리포트를 작성하여 발송(월 1회)

(Baseline)와 인구학적 특성 분석에서 차이가 있는 연령과 교육정도로

하였다[22].

보정을 하였다.
4) Power 분석은 G power software를 이용하여 sample size =324명,

조사방법
참가자들은 전반적인 설명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

covariates =2, groups =2에 대한 결과는 power= 0.99로 계산이 되었다.
5) 분석의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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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4)

Screening
(n = 661)

Variables

Screening failure
(n = 239)

Randomization
(n =422)
Smartphone
(n =212)

Paper record
(n =210 )

Exclusion (n=35)

Exclusion (n =63)

Drop out (n=18)
Selection/exclusion
violation (n=6)
Visit violation (n= 7)
Omit record (n=4)

Drop out (n =35)
Selection/exclusion
violation (n = 10)
Visit violation (n = 12)
Omit record (n =6)

PP set
(n = 324)
Smartphone
(n = 177)

Paper record
(n = 147)

Figure 1. Diagram of participants selection.

연구 결과

Smart phone

Paper record

n (%)

Sex
Male
Female
Age (y)
19-44
44-64
65-74
≥75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thers
Smoking
Smoker
Non smoking
Past smoker
Drinking alcohol
Drinker
Non drinking
Hospital
S
Y

p
0.371

88 (57.5)
89 (52.0)

65 (42.5)
82 (48.0)

78 (60.5)
83 (56.8)
16 (39.0)
0 (0.0)

51 (39.5)
63 (43.2)
25 (61.0)
8 (100.0)

4 (17.4)
6 (35.3)
52 (53.1)
113 (61.7)
2 (66.7)

19 (82.6)
11 (64.7)
46 (46.9)
70 (33.8)
1 (33.3)

26 (56.5)
126 (52.3)
25 (67.6)

20 (43.5)
115 (47.7)
12 (32.4)

96 (58.9)
81 (50.3)

67 (41.1)
80 (49.7)

89 (54.3)
88 (55.0)

75 (45.7)
72 (45.0)

0.003

0.003

0.212

0.121

0.912

에서 77.78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고 자가 기록군도
77.68 kg에서 76.89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참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661명이었다. 이중 스크리닝 탈락
자 239명을 제외한 422명이 무작위 배정을 받았다. 무작위 배정을 받

(p < 0.05).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의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
은 평균 변화량이 2.26 kg과 0.79 kg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은 대상자들 중에서 중도 포기자, 대상자 선택 및 제외 위반, 의료기관

BMI의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이 29.22에서

방문 위반, 식이 섭취 기록 누락자를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자는 총

28.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고 자가 기록군도 29.03에

324명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스마트폰 이용군은 177명, 자가 기록

서 28.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다(p < 0.05). 스마트폰 이

군은 총 147명이었다(Figure 1).

용군과 자가 기록군의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으로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 흡연여

0.83과 0.30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부, 음주여부, 의료기관 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의

허리둘레는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이 97.68

료기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과 교육정

cm에서 93.62 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고 자가 기록군

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도 97.00 cm에서 95.52 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다
(p < 0.05).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의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

대상자의 생체 지표 변화량
참여자들의 베이스라인 대비 최종방문의 생체 지표 평균 변화량을
보면 Table 2와 같다.
체중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이 80.04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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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변화량이 4.06 cm와 1.48 cm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 < 0.05).
체지방량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이
34.28% 에서 33.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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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body indicators											
Month
Weight (kg)

BMI (kg/m2)

Waist (cm)

Body fat (%)

SBP (mmHg)

DBP (mmHg)

Baseline
24 weeks
Change
Baseline
24 weeks
Change
Baseline
24 weeks
Change
Baseline
24 weeks
Change
Baseline
24 weeks
Change
Baseline
24 weeks
Change

Smartphone
Mean±SD
80.04 ± 13.76
77.78 ± 14.13
2.26 ± 3.66
29.22 ± 3.16
28.40 ± 3.46
0.83 ± 1.31
97.68 ± 8.05
93.62 ± 8.72
4.06 ± 4.82
34.28 ± 7.04
33.31 ± 7.98
0.97 ± 3.71
138.07 ± 14.99
131.56 ± 13.79
6.51 ± 13.44
84.31 ± 11.68
81.53 ± 10.70
2.78 ± 10.20

Paper record
p

Mean ± SD
77.68 ± 13.47
76.89 ± 13.28
0.79 ± 2.66
29.03 ± 2.85
28.73 ± 2.79
0.30 ± 0.97
97.00 ± 10.20
95.52 ± 7.79
1.48 ± 8.58
34.77 ± 6.22
35.08 ± 6.47
-0.31 ± 2.79
136.58 ± 13.81
133.42 ± 13.40
3.16 ± 13.21
83.4 ± 10.13
82.66 ± 9.13
0.74 ± 10.03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Between groups
p

F

p

0.000

17.96

0.000

0.0001

18.45

0.000

0.038

17.37

0.000

0.186

12.65

0.000

0.004

3.28

0.071

0.371

3.88

0.049

SD, standard devi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stolic blood pressure.

자가 기록군은 34.77% 에서 35.08%로 증가를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

bohydrate, Protein, Fat, Niacin, Ca, P, Mg, Cholesterol가 통계적으로 유

하지는 않았다.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의 그룹 간 변화량 차

의하게 감소를 하였고 K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다

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0.97%와 -0.31%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

(p < 0.05). Fiber, Vit.C, Folate는 감소를 하였고 Na은 증가하였으나 모두

로 유의하였다(p < 0.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수축기 혈압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이

자가 기록군에서는 Protein, Fat, Vit.C, Ca, P, Folate, Mg이 통계적으

138.07 mmHg에서 131.56 mmH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

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고 K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다

였고 자가 기록군도 136.58 mmHg에서 133.42 mmHg으로 통계적으

(p <0.05). 이외에 Energy, Carbohydrate, Fiber, Niacin, Cholesterol은 감소

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다(p < 0.05).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

를 하였고 Na은 증가를 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6.51 mmHg와 3.16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의 그룹 간 변화량 차이를 검정한 결

mmHg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과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Fiber, Na, K, Niacin, Ca, P, Cho-

이완기 혈압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이

lesterol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 0.05). 다만 Vit.C,

84.31 mmHg에서 81.53 mmHg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다

Folate, Mg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

(p < 0.05). 자가 기록군은 83.40 mmHg에서 82.66 mmHg로 감소를 하

았다.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
군의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2.78 mmHg와 0.74
mmHg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대상자의 생체 지표와 영양소 지표의 상관관계
참여자들의 생체 지표 변화량을 기준으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의 상
관관계를 보면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영양소 지표 변화량
참여자들의 베이스라인 대비 최종방문의 영양소 지표 변화량을 보
면 Table 3과 같다.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에서는 Energy, Car-

생체 지표의 체중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에서는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P, Cholesterol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 < 0.05). 자가 기록군에서는 체중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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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nutrition indicators
Month
Energy (kacl)

Baseline
24 weeks
Change
Carbohydrate (g) Baseline
24 weeks
Change
Protein (g)
Baseline
24 weeks
Change
Fat (g)
Baseline
24 weeks
Change
Fiber (g)
Baseline
24 weeks
Change
Na (mg)
Baseline
24 weeks
Change
K (mg)
Baseline
24 weeks
Change
Vit.C (mg)
Baseline
24 weeks
Change
Niacin (mg)
Baseline
24 weeks
Change
Ca (mg)
Baseline
24 weeks
Change
P (mg)
Baseline
24 weeks
Change
Folate (ug)
Baseline
24 weeks
Change
Mg (mg)
Baseline
24 weeks
Change
Cholesterol (mg) Baseline
24 weeks
Change

Smartphone
Mean±SD
1,648.6±446.75
1,457.71±379.26
190.90±474.24
236.98±59.63
217.62±50.47
19.35±64.93
65.07±18.83
57.48±16.77
7.58±21.31
42.60±18.74
34.34±14.57
8.26±20.94
18.32±5.60
17.75±6.29
0.57±6.85
3,404.91±1,179.43
3,438.2±1,219.03
-33.28±1,464.65
429.79±153.87
2,242.25±739.72
-1,812.46±711.33
84.88±43.65
80.85±50.32
4.03±56.67
14.08±4.60
13.02±4.31
1.06±5.16
429.79±153.87
381.12±152.73
48.67±174.08
970.59±243.28
863.97±246.36
106.62±302.73
429.08±141.28
415.70±146.12
13.38±175.19
79.42±34.19
67.27±33.90
12.15±42.68
292.27±144.15
248.10±122.09
44.17±169.97

Paper record
p

0.000

0.000

0.000

0.000

0.267

0.763

0.000

0.345

0.007

0.000

0.000

0.311

0.000

0.001

Mean ± SD
1,826.40± 514.81
1,746.53± 470.44
79.87 ± 536.13
264.46 ± 66.76
257.44 ± 66.09
7.02 ± 67.01
75.22 ± 25.34
69.17 ± 24.64
6.05 ± 29.06
48.91 ± 25.76
44.03 ± 20.45
4.88 ± 26.13
23.49 ± 17.34
21.20 ± 8.41
2.29 ± 17.67
4,272.73± 1,271.16
4,273.49± 1,478.34
-0.76 ± 1,489.11
518.36 ± 1,94.52
2,659.05± 977.13
-2,140.69 ± 922.08
125.80 ± 153.61
97.41 ± 54.93
28.39 ± 156.53
16.80 ± 6.17
16.02 ± 6.55
0.77 ± 7.30
518.36 ± 194.52
470.87 ± 198.98
47.49 ± 224.62
1,145.50± 339.65
1,037.13± 357.15
108.37 ± 403.68
526.28 ± 184.41
475.79 ± 169.65
50.49 ± 185.93
95.67 ± 64.80
75.01 ± 48.19
20.66 ± 72.37
319.12 ± 166.38
299.17 ± 176.40
19.96 ± 200.36

Between groups
p

F

p

0.073

23.38

0.000

0.206

17.51

0.000

0.013

12.28

0.001

0.025

22.91

0.000

0.119

6.19

0.013

0.995

11.01

0.001

0.0001

4.68

0.031

0.029

2.33

0.128

0.201

10.05

0.002

0.011

7.43

0.007

0.001

8.82

0.003

0.001

1.28

0.258

0.001

0.62

0.431

0.229

9.30

0.002

SD, standard deviation; Change, Baseline vs. 24 weeks.

지표 변화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생체 지표의 BMI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자가 기록군에서는 BMI 변화량
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에서는 Energy, Carbohydrate, Protein,

생체 지표의 허리둘레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의 상관관

Fat, Niacin, Ca, P, Mg, Cholesterol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에서는 Carbohydrate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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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Fiber
Na
K
Vit.C
Niacin
Ca
P
Folate
Mg
Cholesterol

Smartphone

Paper record

Weight

BMI

Waist

Body fat

SBP

DBP

Weight

BMI

Waist

Body fat

SBP

DBP

0.26**
0.25**
0.23**
0.16*
0.04
0.10
-0.08
-0.09
0.11
0.04
0.17*
0.07
0.07
0.25**

0.25**
0.25**
0.22**
0.15*
0.05
0.11
-0.07
-0.08
0.09
0.05
0.16*
0.08
0.06
0.24**

0.14
0.21**
0.11
0.03
0.05
0.02
0.01
-0.10
-0.01
0.05
0.11
0.04
0.04
0.08

0.10
0.04
0.12
0.13
0.01
0.13
-0.13
-0.12
0.05
0.02
0.06
-0.06
-0.04
0.12

0.17*
0.19*
0.13
0.13
0.10
-0.02
0.06
0.07
0.06
0.01
0.08
0.01
0.03
0.05

0.13
0.15*
0.15*
0.11
0.10
0.06
0.06
-0.01
0.08
0.07
0.1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3
-0.01
-0.01
-0.07
-0.01
-0.01
-0.03
-0.03
-0.09
0.02

-0.01
-0.01
-0.02
-0.02
-0.04
-0.03
-0.03
-0.07
-0.02
-0.02
-0.05
-0.03
-0.11
0.02

-0.04
0.00
-0.05
-0.04
-0.01
-0.09
-0.08
0.00
-0.05
0.04
-0.03
0.02
-0.05
0.02

-0.06
-0.01
-0.10
-0.02
0.06
-0.06
-0.01
0.06
-0.03
0.06
-0.07
-0.02
-0.08
-0.05

-0.02
0.00
-0.01
-0.02
0.10
0.02
0.11
0.01
-0.01
-0.08
-0.07
0.00
-0.06
-0.11

-0.13
-0.13
-0.12
-0.10
-0.01
-0.07
0.08
-0.07
-0.09
-0.15
-0.14
-0.04
-0.13
-0.10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 <0.05, **p <0.01.

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자가 기

생체 지표와 영양소 지표 변화량 분석을 위해서 먼저 참가자들의

록군에서는 허리둘레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은 모두 통계

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록군은 성별과 흡연여부, 음주여부, 의료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체 지표의 체지방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의 상관관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과 교육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은 모두 통계적으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들이 연령별과 교육정도의 빈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변화량 분석에서 공변량으로 보정을

생체 지표의 수축기 혈압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의 상

하였다.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에서는 Energy, Carbohydrate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의 생체 지표 변화량 분석 결과 스마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폰 이용군은 체중과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 이완기 혈압이 통계적

(p < 0.05). 자가 기록군에서는 수축기 혈압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이 결과는

변화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헬스 서비스 이용군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군보다 질환 개선에

생체 지표의 이완기 혈압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의 상관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4-26]. 유헬스 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군에서는 Carbohydrate, Protein이

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서비스 센터에 전문 상담사로부터 약물 복용,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식이 관리, 운동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자

(p < 0.05). 자가 기록군에서는 수축기 혈압 변화량에 대한 영양소 지표

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27].

변화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스마트폰 이용군과 자가 기록군의 영양소 지표 변화량 분석 결과 스
마트폰 이용군이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Niacin, Ca, Cho-

논

의

lesterol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Na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 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는 비만 대상자들을 스마트폰 솔루션 이용군과 서비스를 받

(p < 0.05). 자가 기록군은 Fiber, Vit.C, P, Folate, Mg이 상대적으로 더 감

지 않고 자가 기록을 진행한 자가 기록군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가 기준은 생체 지표 6종류와 영양소 지표 14종으로 선정하였으

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이 결과는 유헬스 서비스

며 베이스라인부터 6개월 최종 시점의 변화량을 분석하였고 생체 지

이용군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군보다 식이 영양소 섭취 개선에 효

표와 영양소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과적이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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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지표 변화량들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스마트폰 이용군

분석에서 체중과 BMI, 허리둘레, 체지방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의 생체 지표가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P, Cholesterol이 통

높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소 지표 변화량 분석에서는

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스마트폰 이용군은 자가 기록군에 비하여 Energy, Carbohydrate, Pro-

반면 자가 기록군의 생체 지표는 영양지표의 모든 요소와 통계적으로

tein, Fat, Niacin, Ca, Cholesterol이 통계적으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

유의하게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만도가 증

타났다.

가할수록 영양소 중 콜레스테롤과 열량 섭취량 중 지질로 인한 섭취
비율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였다[28].
유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군은 자가 기록군과 비교
하여 생체지표 변화량과 영양소 지표 변화량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결론적으로 유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스마트폰 이용군이 서
비스를 받지 않고 자가 기록만 진행한 자가 기록군에 비하여 비만 관
련 지표들이 더 개선이 되었고 생체 지표 변화량과 영양소 지표 변화
량은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가 기록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

현대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에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발전하는 IT 기술과 센

었고 상담 센터의 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싱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여 건강관리분야에 혁신적인 모습

반면에 자가 기록군은 자가 기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 지표

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원격건강관리의 경우는 법/제도의

변화와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 영양소 과다 또는 과소 섭취에 따른 위

문제로 인하여 그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스마트폰 이용군이

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자가 기록군에 비하여 각 지표들이 개선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노령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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