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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스마트폰에서 비만도를 구하는 App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비만도를 측정하여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본 App은 차트로 연동이 되어 여러 인원의 그래프 비교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생체수치 필드를 추가한다면, 
보다 정교한 바이오리듬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차트의 검색창을 통해 저장된 DB를 불러들여 본인의 과거 측정데이터와 비교하

여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App을 개발하는 과정을 간단한 교육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키워드: 스마트폰(Smart Phone), 안드로이드(Android), 비만도(Obesity Level)

I. 서론

2009년 스마트폰의 보급된 이래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2010년 11월 21일~3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 형태 스마트폰 이용자의 92.5%가 스마트폰

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며, 일평균 58.2분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시 주로 이통동신망(3G)을 60.3%을 이용하고 있

으며, 선호하는 인터넷 접속방법으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접

속 45.3%과 무선랜(WiFi) 사용자는 45.2%로 비슷한 이용률을 보

이고 있다[1]. 스마트폰 이용자의 69.5%는 모바일App을 평균 28개 

설치하고 있으며, 유료 모바일App 다운로드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월평균 5,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모바일App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하는 시장이 도래되면 모든 서비스가 

App으로 변형되어 제공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많은 사람들

이 관심을 갖는 웰빙을 위한 비만도에 대해 App으로 구현해 보고 

웰빙분야에 서비스로 확장시킬 목적으로 본 App을 개발하였다.  

조사구분 2010년5월 2010년 11월

설치

모바일

App

전체 23.1개 28.0개(+21.2%)

무료 19.9개 25.9개(+30.2%)

유료 3.2개 2.1개(-34.4%)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1.5

표1. 설치모바일 App 현황

II. App 구현

1. 구현내용

본 App에 대한 기획은 App 비만도에 대한 사용자의 몸무게와 

키를 DB를 설계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키와 몸무게로 비

만등급(비만도)별 범위를 계산하여 비만도에 대한 레벨을 결과로 

반환하여 개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개발 App으로써, 저장

된 데이터는 검색메뉴를 통해 리스트로 조건에 따라 검색이 되며

(Field) 챠트를 통해 여러 인원간에 비만도의 비교가 가능하다.  
신장과 몸무게를 입력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남자, 여자 구분에 

따라 표준체중을 산정한 후 표준체중과 본인체중으로 비만도를 구

하여 비만레벨을 계산한다. 
본 계산방식은 여러 보건기관에 따라 구하는 계산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산식을 달리하여 본 

App의 비만도 레벨만 적용하면 변환이 가능하다.

① 표준체중 : 남자)(신장-100)*0.9
            여자)(신장-100)*0.85
② 비만도(비율) : (본인체중 - 표준체중)/표준체중

③ 비만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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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결과

-30% 중등도마름

-20% 경도마름

-10% 저체중

0% 정상

10% 과체중

20% 경도비만

30% 중등도비만

50% 고도비만

2. App설계

1) 시스템 설계

전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설계한 후 각각의 사용자의 

성명, 몸무게, 신장을 입력할 DB 테이블을 설계한다. 비만도를 구

하는 연산을 수행한 후 비만등급에 따라 비만도 판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저장된 DB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조회할 검색창으로 원하

는 레코드를 선택하여 조회하도록 설계한다. 다른 사용자와 비만

도를 비교하기 위해 차트로 배치하여 손쉽게 본인의 건강관리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완성한다. 우리나라 표준체중은 남

자와 여자의 적용 공식이 다르므로 보건기구의 공식을 적용하여 

남자, 여자 구분메뉴를 배치한 후 각각 계산하여 구하도록 한다.  

메뉴 설계

DB등록화면 설계

비만도 계산

비만도 조회

비만그래프작성

그림1. 시스템설계

2) DB설계

테이블의 설계는 비만도에 사용할 Field를 항목별로 문자형과 

실수형으로 구분하여 자릿수를 배치한다. 

3) 시스템 구현화면

구현된 화면은 순번, 성명, 성별, 신장, 몸무게를 입력하고 표준

체중으로 이동하는 순간 표준체중과 비만비율, 비만판정이 자동으

로 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진다. 아래의 화면으로 구해진 데이터를 

저장버튼을 눌러 테이블에 저장하고 추가로 입력할 사용자가 있으

면 자동으로 증가된 다음 빈화면에 데이터를 추가로 저장하고 다

시 저장을 계속 눌러 주면 레코드가 계속 추가된다. 이전 레코드와 

다음레코드는 앞장, 뒷장 번튼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결과보기를 

통해 검색창으로 이동하고 삭제로 불필요한 레코드를 삭제한다.  

① 메인메뉴선택

그림2. 비만도 기초데이터 입력화면

② 검색하기

결과보기 버튼을 통해 이동한 본 화면에서 검색조건에서 아래

와 같이 필드를 선택하여 원하는 필드에 해당되는 모든 레코드를 

검색한다.

그림3. 검색하기 화면

③ 비만도 차트 

차트연결을 통해 이동된 페이지로써 여러 레코드(사용자)간의 

비만도를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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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차트화면

입력화면으로 되돌아 가고자 할 경우 상세폼을 누르고 차트를 

보고자 하면 검색을 눌러 차트를 수행한다. 

III. 실행결과

비만도 구하기 App을 스마트폰에 App을 배포하여 구동한 결

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된다.

1. 스마트폰 실행화면 

스마트폰에 생성된 UI는 다음과 같이 “비만도 구하기” 버튼형

태로 제작이 되었으며, 해당 버튼을 터치하면 비만도를 구하는 화

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비만도 기초데이터, 검색, 차트의 메뉴를 

각각 누르면 해당화면으로 이동하여 등록된 레코드의 검색하고, 
차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아이콘, 메인화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만도 기초데이터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순번, 성명, 신장의 입력창이 보인다. 차례로 아래와 같이 입

력한다. 

그림5. 키, 몸무게 입력 화면

위와 같이 입력한 후 표준체중의 입력란으로 터치를 옮기면 표

준체중, 비만비율, 비만판정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화면에 결과로 

보여진다. 

그림6. 표준체중, 비만비율, 

비만판정 결과화면

비만도 기초데이터 화면에서 결과보기 버튼을 수행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하기 화면이 보인다. 입력된 데이터의 레코드들이 아래

와 같이 검색 되었다.

그림7.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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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화면에서 차트연결버튼을 누르면 차트가 보인다. 차트는 차

트 위에서 유형선택메뉴를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설정해 줄 수 있

다. 2D, 3D, 차트의 종류, X축, Y축 제목, 차트제목등을 스마트폰

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림8. 스마트폰 상의 차트의 속성 변경1

그림9. 스마트폰 상의 차트의 속성 변경2

IV. 결론

본 스마트폰 비만도구하기 App은 건강관리 분야에 기초가 되

는 App으로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추가하여 건강측정에 확장될 

수 있으며, 본인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입력하여 기간에 따라 건

강추이를 분석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본 과정은 App 설계의 

교육과정으로 교육하여도 손쉽게 학습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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