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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와 통신의 발달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람들의 열망
이 커지면서 서비스 산업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
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개발되어져 행위자의 행동 변화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현재 행동변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상황을 알아
보았다. 개발현황에는 프로세스에 의해 2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결과와 행동 이론 모델인 통합변화모델, 목
표설정이론의 목표 수행 과정과 이를 자동화시키기 위한 습관형성단계를 사용한 행동변화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모
델에 따른 서비스를 제시하여 행위자에게 동기력 및 행동의 지속가능성과 긍정적으로 행동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한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보다 행동력·동기력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행동, 애플리케이션, 통합변화모델, 목표설정이론, 습관

Abstract  Supply of a smart device has been made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growing desire of peopl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service industry about it have been made with 
smart devices. Among them, there are various services that can help people change their behavior to healthy 
life. But it does not have a large impact on the behavior change of performer because its been developed as a 
general process. Therefore in this study examine development situation about current behavior change 
applications through application markets. Development current situation can be separated by process to two 
patterns. As a result we propose behavioral change model that includes integrated change model that one of the 
behavior theory model, accomplish the goal process of goal setting theory and habit formation phase for 
automate the changes. Also, we provide appropriate service according to the model that leads motivation, 
sustainability of the action and positive behavior change to performer. We can expect in many aspects such as 
ability and motivation than existing service.

Key Words : Behavior, Application, Integrated Change Model, Goal setting theory,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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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네트워크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디바이스

의 도입과 보 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휴 용 디바

이스가 다양화되면서 스마트 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스

마트 기기인 태블릿PC, 웨어러블형 등의 디바이스가 등

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바이스의 변화가 가져오는 것

은 사용자의 근성을 높여주었으며,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어 생활 많은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한 

개의 디바이스를 갖는 것이 아닌  n개의 디바이스를 가

지는 시 가 왔다. 

사회의 발 과 소득 수 의 증가로 자신 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사람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삶

의 질을 높이기 해 여가활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만

들거나, 건강한 생활 습 을 만들기 해 행동을 변화  

개선하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휴 용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에서의 서비스는 삶의 정보

를 제공해주는 방향에서 범 가 확 되어 삶을 리하기

한 방향으로 변화하 고, 이제는 좋은 삶을 살기 해 

행동을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 리 이션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나 애

리 이션은 부분 일반 인 “입력-평가”방식에 의해 많

은 서비스  개발되어져 행 자의 행동변화에 해 많

은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변화 애 리 이션의 개발 

황을 알아보고 기존 황을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와 

행동모델 이론인 통합변화모델, 목표 수행 과정에 한 

목표 설정이론과 습 화시키기 한 습 형성단계를 사

용한다. 이 게 기존에 검증된 이론을 사용하여 일반

인 로세스와 다르게 행 자의 동기력과 행동을 지속 

가능  행동변화에 있어서 정 인 방향으로 갈 수 있

는 개선 모델을 제안한다.

2. 선행연구

2.1 선행연구

행동을 인지주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Ryan(1970)은 인간 행동이 인지와 동기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보통 사람의 행동은 의식 인 목

, 계획, 의도, 과업 그리고 선호에 의해서 향을 받는

다고 한다[1].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해 많은 이론들이 있으며, 

그 에서도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한 많은 행동 이

론이 있다. 행동 이론은 기존에 있던 합리  행  이론과 

계획 행  이론이 확장된 것을 말하며, 태도와 행동 사이

의 계를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이다[2].

손 곤, 이병 (2012)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한 연

구들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태도, 주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과 행동의도를 설명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고, 주  규범은 행동의도를 설

명하는데 있어 가장 낮은 향을 끼치고 있었다[3].

한, 행동의 변화 과정에서 요인을 설명하기 해 행

동이론과 계획행동이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이론을 기

반으로 확장한 통합변화모델이 있다[4]. 김보 (2013)은 

통합변화모델을 10  집단 미술치료 로그램에 용하

여 이에 한 효과에 해 연구했다[5]. 변 순(2010)은 

통합변화모델을 용하여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흡연  

연 행  변화단계에 미치는 향 요인을 설문조사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평가했다[6].

2.2 목표 설정 이론 및 습관

행동을 변화하기 해 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하게 되

는데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행동력을 높여  수 있다. 

Loke(1991)는 목표가 인간 활동을 직  조 하는 기능을 

갖을 수 있다고 했으며,  목표가 동기의 기 를 제공하며, 

행동의 지표가 된다고 했다[7].

한, 행동을 유지하기 해 습 과 같은 행동의 형성

이 필요하다. 습 은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의 안정

화 는 자동화된 수행을 말한다. 습 을 형성하기 해 

목표를 세우고 리하기 한 많은 애 리 이션들이 다

양한  애 리 이션 마켓에 등록되고 있으며, 습 을 형

성하기 한 연구가 이 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다. 

Lally(2009)는 행동의 실천 유무와 행동 실행이 자동 으

로 느껴지는지에 한 여부를 보고하 고 특정 행동이 

생각 없이 자동 으로 느껴지면 그것이 곧 습 이라고 

주장하 다[8]. Charles duhigg(2012)은 습 의 형성에 

있어서 기본 4단계(계획, 신호, 반복 행동, 다양한 보상)

를 제시했다. 이 기본 4단계에서는 행동에 한  신호를 

찾아내어 목표를 계획하고 반복 행동과 다양한 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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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English

 Search Word

Korean

(count)

English

(count)

behavior 374 803

goal 600 2430

habit 312 935

Total 1256 4168

process count

general 36

others 14

total 50

습 을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

2.3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 가지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애 리 이션을 통해 사용자

에게 달되어지고 있다. 이지선(2011)은 학습자 요구를 

분석하여 체계 인 피드백을 통해 어휘를 학습할 수 있

도록 하는 애 리 이션을 설계  구 하 다[10]. 이인

태(2012)는 학생들의 수행평가와 련하여 도덕과 자기

평가 도구의 기술  보조 수단으로 모바일 애 리 이션

을 개발하 다[11]. 이혜주(2012)는 효율 으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해 SCAMPER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애

리 이션을 개발했다[12].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들

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의 애 리 이션이라는 장 이 있다.

3. 애플리케이션 개발 현황

3.1 개발 현황

삶의 질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애 리 이션이 개발

되어지고 있다. 이  애 리 이션 마켓에 등록되어 있

는 행동변화 애 리 이션을 심으로 각각 네이버 앱스

토어와 안드로이드 구  이스토어와 애  앱스토어

를 통해 지정된 검색어로 검색된 건수는 <Table 1>과 

같았다. 검색어로는 행동(behavior), 목표(Goal), 습

(habit)을 사용하 다. 검색결과에서 복 가능성이 있으

나 출시일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와서 행동변화  개선

련 애 리 이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켓에 등록된 애 리 이션 심으로 한  검색을 

하 을 때는 ‘행동’ 련 애 리 이션이 374건, ‘목표’

련 애 리 이션이 600건, ‘습 ’ 련 애 리 이션이 

312건이었으며, 총 1256개가 검색되었다. 문으로 검색

하 을 때는 ‘behavior’ 련 애 리 이션이 803건, 'goal’

련 애 리 이션이 2430건, ‘habit’ 련 애 리 이션

이 935건으로 총 4168건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실제 애

리 이션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본 연구와 맞지 않은 애

리 이션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순 검사를 

하거나 행동 찰, 단순 정보를 주거나 지속 으로 업데

이트가 되지 않은 애 리 이션 등이 많았다.

<Table 1> development current situation of 
Behaviors Improved application by 
Korean and english search word 

*2014.6.28 Search result of each application store

따라서 검색된 애 리 이션 에서 행 자의 행동 

변화를 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애

리 이션 50건을 일차 선별하 다. 선별된 애 리 이

션에는 Opti, 다이어리 등이 있었다. <Table 2>는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로세스를 분석하여 입력을 통

해 이루어지는 일반 인 로세스(입력-체크)와 이 외의 

로세스를 가지는 2가지 패턴으로 나  수 있었다.  

<Table 2>를 보게 되면, 일반 인 로세스를 따르는 

애 리 이션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의 

로세스에는 행동변화를 입력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여 행 자가 행동변화의 여지가 없더라도 외부  향

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로세스가 있었고, 기간설정에 있

어서 습 형성기간인 21일로 설정되어 수행되는 로세

스와 행동변화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

동에 따라 보상체계를 제공하는 로세스 등을 가지는 

애 리 이션도 있었다. 

 <Table 2> Number by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s

*2014.6.28 Search result of each application store

3.2 분석

행동변화 애 리 이션은 ‘행동’, ‘목표’, ‘습 ’의 검색

어로 수집되었으며, 지속 으로 운   다운로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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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순으로 50개의 애 리 이션를 선별하 다. 선별되 

애 리 이션은 행 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행

자가 행동에 한 정보를 입력  실천여부를 확인하

고 이를 시각화해주며, 행동변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었다. 이 게 검색한 결과, 재 마켓의 애 리 이션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나는 행 자가 직  입력

한 정보에 따라 일반 인 로세스(입력-체크)를 가지는 

것과 입력, 알림 설정, 실천 여부 등에 있어서 자가 입력

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성한 로세스가 있었다.

이 에서 행 자가 행동변화에 해 입력하고 그에 

한 실천여부를 입력하며, 실천 여부의 데이터에 한 

이해도를 높이기 해 시각화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일반

인 로세스를 가지는 것이 부분이었다. 이러한 

로세스를 가지는 애 리 이션에는 ‘  해빗, habit 

streak, way of life, life graphy’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 인 로세스에 몇 가지를 덧붙여 애

리 이션 마켓에 등록된 것도 있었다. 를 들면, 행 자

가 입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많이 계획하는 변화행동을 용한 ‘Opti’와 시

간 별 좋은 행동을 리스트로 보여 으로써 행 자의 행

동변화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LifeBit’가 있었다. 

한, 단순히 1개의 행동 변화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동을 분류를 하거나 행동을 하기 한 세부 행동을 입

력할 수 있는 ‘Planner’가 있었다. 행동변화 차원에서 좋

은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과 나쁜 행동을 없애는 것으로 

나 는  ‘좋은 습  나쁜 습 ’이 있었다. 행동변화 목표

를 시각화하는 화면에서는 일반 으로 실천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을 보여주거나 행동변화 기간을 

완료하게 되면 보상차원에서 포인트제, 벨제를 도입하

기도 하 다. 

이 게 크게 두 가지 로세스를 따라 이용자의 수와 

다운로드 수를 비교해본 결과 다운로드 수와 처음 이용

자의 수는 비슷하 으나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수나 

평 은 일반 인 로세스를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변화

에 을 맞춘 그 외의 로세스가 높았다.

여러 애 리 이션을 사용 분석해 본 결과, 부분의 

애 리 이션이 직  입력하는 정보가 무 많거나 행동

변화 로세스에 한 구체 인 계획 작성이 없었다. 

한, 단순히 행 자의 정보 입력하고  이에 해 행

자에게 도움을  수 있는 서비스 콘텐츠가 었거나 없

었다. 따라서 기존 애 리 이션을 분석한 결과와 행동

이론 모델인 통합변화모델, 목표 수행 과정에 한 목표

설정이론과 이를 습 화시키기 한 습 형성단계와 같

은 이론을 반 하여 개선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행 자

에게 동기 부여를 주며, 행동 실천력을 높이고 지속 으

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4. 개선모델 제시

기존의 애 리 이션은 일반 인 로세스에 의해 직

 입력하는 정보가 무 많거나 직  입력해야 하는 불

편함이 있었고, 행동에 한 구체 인 계획없이 이루어

졌다. 한 행동 실천 여부에 있어서 단순히 ‘했다’, ‘안했

다’ 의 분류가 제일 많았으며, 행동변화 후의 보상 차원에

서 다음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단 들을 개선하기 한 본 연구 모델

을 제시 한다.

본 연구의 행동 개선 모델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

으로의 변화를 해 통합변화모델을 용한다. 한, 사

용자의 행동에 한 동기력  실행력을 높이기 해 목

표설정이론의 목표수행과정을 용한다. 변화한 행동을 

반복 으로 시행하기 해 습 형성단계인 ‘계획, 신호, 

반복  행동과 보상’의 단계를 사용하여 이미 검증된 이

론과 기존 애 리 이션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 개

선 모델을 제안하려 한다.

4.1 통합변화모델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기 해서 기존에 하던 행동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행동의 패턴을 변화 시키는데에 있

어 여러 가지의 행동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에서도 계

획  행 이론, 사회인지 이론, 범이론모델 등의 다양한 

이론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변화모델을 사용한다. 

통합변화모델은 개인의 행동이 동기나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변화된 행동은 개인의 의도와 실천할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4].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안으로 계획능력과 의도가 행동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며, 개인 주변의 환경  요인이 장애요소가 될 수 있

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화 측면에 을 둔 통합변화모델을 사용하려 



A Study on the Analysis of Behavioral Changes of Smart Devices and the Presentation of the Improved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29

한다. 이 모델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제 행동변화에 

한 능력을 구체 으로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술과 

목표활동이 있으며,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여 행

동을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다.  

통합변화모델은 3단계로 분류되며 동기 , 동기화, 동

기 후의 3단계인 인지, 동기, 행동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1단계는 소인  요인, 정보 요인과 지각요인이 자신

이 행동함에 있어서 주 · 객 으로 인식하거나 심리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다. 2단계는 이러한 행동변화

에 한 동기부여에 따라 태도, 외  향, 자기효능감이 

행동의 실천에 있어서 향이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3단

계는 의도 상황과 진, 장애요인을 통해 행동을 다시 재

설계하여 반복하는 것이다.

4.2 행동변화 목표 및 유지

행동을 변화하기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기존의 

행동을 바꾸고 바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따라서 행동변화의 목표를 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

하고 행동을 유지시키기 한 습  형성까지 필요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이론에서는 인간 행동 가운데 사고와 의지

에 의한 행동을 상으로 하는데 생명체의 생존욕구 이

외의 인간의 의지에 의한 목표 행동은 목표와 련된 인

간의 사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7]. 이런 목표는 순환성

을 가지는 목표 수행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목표 설정의 

필요성, 목표 설정, 목표 념, 수행, 만족, 목표 재설정”

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목표 설정의 필요성

은 목표가 자신에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목표

를 설정하고 목표에 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수많

은 내·외  요인이 작용한다. 한, 목표에 념함에 있어

서 만족하게 되고 이 만족감은 목표를 재설정하는데 

정 인 향을  수 있다[13].

목표로 삼게 된 행동을 계속 유지하기 해서는 반복

인 행동이 필요하다. 자동 인 반복  행동 즉, 습 이 

형성의 과정에는 구체 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

써 이에 한 평가와 보상을 반복 으로 제공하여 행동

을 이끌내어 행동이 몸에 익을 때까지 습 형성단계(계

획-신호-반복 행동-보상)을 반복하게 된다[9].

행동을 변화  개선하기 해 행동변화를 한 기존

의 이론을 통합한 통합변화모델,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 

설정이론과 변화된 행동을 유지시키기 한 습 형성단

계를 이용하여 만든 개선 모델은 다음과 같다.

4.3 개선 모델

본 연구의 개선 모델은 통합변화모델과 목표 설정이

론과 습  형성 단계를 기반으로 하나의 모델로 설계한 

것으로 [Fig. 1]과 같다. 1단계 인지(소인 요인, 지각요

인, 정보요인, 미래 상태 확립), 2단계 계획  확인(태도, 

사회  향, 자기효능감, 구체  실행 략), 3단계 행동

(의도상황, 수행)을 설계하 고, 4단계 평가  보상(수행 

여부, 피드백, 보상, 진요인, 장애요인)을 추가하여 행

자의 실천력과 동기력을 향상 시켰다.

[Fig. 1] Behaviors Improved Model

행동 설정  실천은 행 자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

이므로 매우 추상 이다. 따라서, 행 자가 자가 입력을 

통해 목표 행동으로 용시키고 그에 한 실행유무를 

받도록 한다. 행 자의 행동변화  실천을 해 이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을 으로 구성하 다. 본 모델

의 4단계  1단계 인지단계는 소인  요인, 지각 요인, 

정보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행 자를 자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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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2 step 3 step 4 step

Integrated Change 

Model
recognition motivation action

habit formation plan and sign action reward

goal setting theory necessity set action
satisfaction 

or reset

presented model recognition
plan and

review
action

evaluation 

or reward

사람들이 많이 계획하고 있는 행동을 행 자에게 추천함

으로써 심리  요인을 자극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된 계

기를 만들어 내면서 행동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

거나 외부  향으로 인해 인지하게 하는 단계이다. 2단

계 계획  확인단계에서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행동

에 한 태도와 사회  향과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여 

구체 인 실행 략을 세우면서 보다 행동변화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게 된다. 3단계 행동단계는 구제 인 

실행을 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상황과 기 

의도를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 평가  보상단계

에서는 행동에 한 실천 여부를 체크하면서 이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행 자가 행동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의 진요인과 장애요인을 찾아내 기 의도  상황

을 비교설정할 수 있도록 수행함으로써 행동이 변화될 

때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반복 하게 된다. 이 게 행동 변

화의 목표를 달성했을 시에 보상을 받음으로써 다음 행

동변화에 한 실천력, 동기력이 동반 상승하게 된다.

본 연구 모델에 따라 설계한 서비스의 순서도는 [Fig. 

2]와 같다. 

[Fig. 2] Flowchart of providing services based
on behaviors improved model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모델의 순서도인 [Fig. 2]

를 보게 되면 1단계인 인지단계에서는 스스로 행동변화

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행동에 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스스로 인지를 하

지 못하 을 경우 행 자에게 행동 추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한다. 

2단계 계획  확인단계에서는 행동변화 목표에 한 필

요성을 확실시하게 되면서 구체 인 실행 계획을 설정하

여 목표에 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행동단계

에서는 행동 실천을 하면서 행 자의 실천 여부나 행동

변화에 한 알람을 제공함으로서 행동변화에 해 인지

할 수 있는 로세스를 제공한다. 한, 행 자의 특성을 

반 한 맞춤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행 자의 행동력을 

높인다. 행 자가 행동을 실천하 을 경우, 실천여부를  

받고 행동에 한 메모를 받아 행 에 한 실천여부와 

성과률을 제공한다. 마지막 4단계 평가  보상에서는 3

단계에서 얻었던 실천여부와 메모를 통해 진요인과 장

애요인에 해 행 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행동변화 

실천여부를 통해 이를 시각화하여 반 인 정보를 알려

 수 있다. 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변화가 이

루어졌을 경우 상황을 재설정함으로써 3～4단계가 반복

으로 일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에는 행

자의 행동 변화에 따른 보상을 받음으로써 다음 행동변

화에 정 인 향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과 인용한 이론은 <Table 3>

와 같으며, 서로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어서 단계를 재구

성하 다.

<Table 3> Using theory and behaviors model in 
improv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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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행동변화 애

리 이션의 개발 황을 알아보고 다운로드의 수와 사용

자의 수를 분석하 다. 분석된 결과와 행동 이론을 바탕

으로 만들어진 통합변화모델, 목표설정이론에서의 목표

수행과정, 행동을 유지시키기 한 습 형성단계를 기

로 하여 본 연구 개선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 제시 모

델은 기존의 검증된 이론을 통해 일반  로세스를 사

용한 애 리 이션보다 행 자의 동기력, 실천력 향상과 

행동변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하 다. 행동

변화 애 리 이션의 개발을 해 본 연구모델을 토 로 

서비스를 구성해 보았다. 서비스 구성에 있어서 행동 변

화  개선을 원하는 행 자에게 정  동기부여와 상

태 인지력, 행동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 

행 자의 행동에 한 평가 등 행동변화  개선에 해

서 도움을 으로써 행 자의 행동변화에 정  향을 

 수 있을 거라 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로 만들어진 본 연구의 

개선 모델을 애 리 이션이나 로그램으로 구 하여 

실험을 통해 효과성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행

자들의  로그분석 등을 통해 동기 부여  실천력에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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