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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 기기가 상용화 된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육아에 대해 통합적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초보 엄마들을 주 타겟층으로 정하고 분석하였

으며 타겟층이 육아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육아 정보들과 기능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적 맞춤 육아 코칭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설계, 디자인, 구현한 것에 대해 다루었다.

키워드: 통합적(integrated), 개인화 서비스(personal service), 육아(infant)

I. 서론

미국 시장조사기관(S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평균 보급률 14.8%의 4.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1].
스마트폰의 이용률과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와 

편리함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육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스마트 육아가 대세인 현대 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육아 정보를 찾는 

아이 엄마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육아 관련 앱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3].
육아 관련 기사에 따르면 육아 및 가정생활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앱을 묻는 설문에서 내 아이 맞춤 육아 앱이 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모바일 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육아 정보를 직접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지식이 부족한 

초보 엄마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4, 5].
기존 육아 앱의 경우 교육용 컨텐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통합된 기능을 가지고 내 아이 맞춤 육아를 할 수 있는 앱은 부족하다[6,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육아를 하는 타겟층이 통합적 맞춤 육아 

코칭을 하기 위한 앱을 제시하고 있다.

II. 관련연구

2.1 스마트폰 OS 개발 현황

미국 시장조사기관(SA)이 OS별 스마트폰 사용자 수와 점유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

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하였다.
국내 스마트폰 앱개발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각 OS별 

개발방식은 표1과 같다.

Table 1. OS develop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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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칭 육아 앱 필요성

엄마들은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터 아이가 먹는 음식, 건강, 성장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육아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게 된다. 경험하지 못한 육아라는 새로운 환경은 엄마들에

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육아와 관련된 통합적 정보제공이 필요하

며 내 아이에 맞춰진 기능이나 정보제공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모바일 앱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육아 관련 앱은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한 분야에만 치중되거나 육아보다

는 육아 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거래하는 벼룩시장이나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용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는 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합적 맞춤 육아 코칭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앱을 연구하고 설계하였다. 

III. 시스템 설계

3.1 설계환경

시스템의 설계 환경은 Intel(R) Core(TM) i5-4570 CPU 3.20 
GHz, 8GB메모리상에서 JDK 8u31, ADT 개발 툴 안드로이드 스튜디

오를 사용하여 Android 4.2(Jelly Bean)버전에 맞추었다.

3.2 시스템구성

연구를 통해 구현된 앱은 Fig 1과 같이 크게 정보와 기능으로 

나눠진다.

Fig. 1. App system configuration

정보제공은 병원을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

를 리스트 뷰로 간단히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기능제공은 성장일기

로 아이에 관련된 간단한 메모를 기입하고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내장 DB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3.3 DB 설계

DB는 SQLite를 사용하여 표2와 같이 설계하였고,성장일기 테이블 

notes는 같은 제목이나 같은 날짜에 작성한 글을 구분하기 위해 

글 번호(_id)를 기본 키로 설정하였고, 날짜(date), 제목(title), 내용

(body)필드로 구성 되도록 설계하였다.

Table 2. DB design

IV. 시스템 구현

그림 2와 같이 인트로 및 메인화면을 구성하였다.

Fig. 2. intro/main

그림 4과 같이 육아 꿀 tip 화면을 구성하였다.

Fig. 3. 육아 Tip

그림 4와 같이 이유식레시피 화면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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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이유식 레시피

그림 5와 같이 성장비교 화면을 구성하였다.

Fig. 5. 성장비교

그림 6과 같이 음악 화면을 구성하였다.

Fig. 6. 스트레스 해소음악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통합적 맞춤 육아 코칭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앱 

개발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에는 병원 등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의 병원 정보, 예방접종 

정보, 아토피 관리 정보 등을 제공하고 내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게 

이유식 레시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유식 레시피, 사용자들의 

심신 안정과 아이들 위한 음악, 아이의 성장과정이나 간단한 메모를 

등록 할 수 있는 성장일기 기능, 아이의 성장을 평균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 등 육아를 하며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 

엄마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이유식 레시피와 스트레스 해소음악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베타테스트를 통한 수정 및 보완, 실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니즈를 고려한 기능과 정보의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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