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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불량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앱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앱은 몸에 안좋은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며, 불량 식품에 첨가된 발암불질, 표백제 

등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치명적임을 인식시키는 정보제공을 하며, 게임 형식을 통해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 확인하여 창의적 

자아활동을 유도 한다.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장기 어린이들의 인지 및 언어 능력을 학습하고자 개발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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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획 의도

현재 많은 아이들이부모님의 핸드폰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모들이 본 앱을 실행시켜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형식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 앱을 실행했을 

경우, 나쁜 불량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바타가 뚱뚱해지거나 악마

의 모습을 변화하고,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먹으면 아바타가 키도쑥쑥 

몸도쑥쑥 크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과 불안한 환경은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 큰 영향을 주며, 

일반적인 식품만이 아닌 건강음식, 유기농에 대한 음식도 차별성 

있도록 단계별로 구현할 것이다. 따라서 본 앱은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양분에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인뿐만아니라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인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I. 유사앱 분석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국민건강과 인류봉사 분야를 관장하는 

미국의 연방기관인 CDC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유아 때 음식습관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태어난지 

9개월 밖에 되지 않는 미국 아기들의 30%가 이미 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논문이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최신호에서 

발표되었다. 유아기의 비만이 자칫하면 아이의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고쳐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쉽게 고치기 힘들다. 6대 영향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가 골고루 함유된 자연식을 주어 좋은 식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너무 일찍 

먹게 되면 아이가 비만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아동기에 접어들면 급속도록 비만으로 접어들어 고지혈

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조기에 나타난다. 비만은 

대부분이 잘못된 식습관과 행동습관 때문에 생기므로 유아기부터 

좋은 식습관을 형성해 줘야 한다.

1. 불량식품 판독기

불량식품 판독기는 식품의 봉투(포장지)

에 프린트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식양

청(KFDA)'에서 공고한 불량식품목록을 

바탕으로 불량식품의 여부를 판독하는 어

플리케이션입니다. 장점으로는 불량 식품 

여부를 확인하여 양호한지 불량인지 개인

이 직접 바로 확인 가능하다.

2.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방놀이

다양한 사진과 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과일 

및 채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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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게임 개발 방법

본 게임은 우선 아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아바타, 이미지, 음식종류를 

선정하고, 유해음식 및 병균 캐릭터 컨셉을 정의한다. 또한 불량식품 

점수 체계와 게임 운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Fig. 1. Contents of Game

• 캐릭터는 핸드폰을 좌우로 기울이면 따라서 이동하도록 한다

• 상단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핸드폰을 좌우로 움직여 음식을 먹는다.

•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점수가 오르고, 연속으로 섭취할 시 콤보가 

발생한다. 불량식품을 섭취하면 캐릭터가 좌우로 늘어나며 울음을 

짓게 된다.

• 게임 후에 부모님과 유해음식과 건강음식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의 영양소 및 섭취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 타 서비스는 단순히 단점만을 나타내주기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응도가 낮다. 반면 지지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캐릭터에 이입하기 

때문에 식품 섭취 후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IV. 구현 및 기대효과

1. 구현

본 작품의 구현 결과는 다음 그림2와 같다.

Fig. 2. Result of Implementation

2. 기대효과

• 아이들이 받는 효과

- 군것질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써 좋은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장시킨다. 

- 자연스럽게 음식 공부를 할 수 있다.

- ‘지지’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영향성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할 수 있다.

- 군것질로 늘어나는 비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학부모가 받는 효과

-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고칠 수 있다.

- 군것질만 좋아하는 아이들의 안 좋은 식습관을 좋은 식습관으로 

쉽게 고칠 수 있다.

- 식사시간마다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도록 도와준다.

-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가려먹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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