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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내 만성질환 리에서 모바일 헬스 용이 임상 으로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됨에 따라,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

닝 기법을 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의 특성 심 키워드의 변화를

악하고자 시도된 이차분석연구이다. 분석 상 논문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 20편으로, 추출한 텍

스트는 Microsoft Excel 을 활용하여 논문별 분석을 실시하 고, Text Analyzer를 사용하여 주제어를 추출하 다. 연구결과,

모바일 헬스 재 연구는 고 압, 당뇨병, 뇌졸 상동맥질환자에 주로 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재 유형은 애 리

이션 개발이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주로 ‘유용성’, ‘모바일 헬스’, ‘결과측정’ 등의 단어들이 가장 많이 출 하 다. 추후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에 한 국내·외 연구 모두를 포함하여 주제어 간의 연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용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해볼 것을 제안한다.

주 어 : 모바일 헬스, 만성질환, 환자, 연구동향, 텍스트마이닝

Abstract  As the widespread use of mobile health intervention among Korea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it is 

need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in mobile health intervention on chronic care using text mining technique. This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main research topics in intervention studies 

from 2005 to 2018 with a total of 20 peer reviewed articles. Microsoft Excel and Text Analyzer were used for data 

analysis. Mobile health interventions were mainly applied to hypertension, diabetes, stroke, and coronary artery 

disease. The most common type of intervention was to develop mobile application. Lately, ‘feasibility’, ‘mobile 

health’, and ‘outcome measure’ were frequently presented. Future larger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key terms and the effectiveness of mobile health interventio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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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인구고령화, 의료기술 발 기 여명 증가 등으로

인해 암, 심뇌 질환, 고 압, 당뇨 등의만성질환 유병

률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1]. 만성질환

이환으로 인한 개인 , 국가 경제 손실이 크고, 특히

환자 가족의신체 , 정신 부담이 증가되는 만큼

극 자가 리가 강조된다[2]

모바일 헬스(Moble Health, m-Health)는 스마트 기기

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

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체 상태를 기록

분석하여 질환의 사 측이 가능하여 새로운 헬스

어 패러다임의 주축으로 주목받고 있다[3].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기술이 발 하면서 모바일헬스를 이용한

건강 리가 더욱 용이해졌다. 특히, 국내의 고령인구 증

가와 그에 따른 높은 만성질환 유병율의 해결방안으로

모바일 헬스 재가 정 인 효과를 낼 것으로 망된

다[4]. 특히, 국내의 스마트폰 보 률은 2015년을 기 으

로 략 83%로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

아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 이며[5], 이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건강 리 도구로서의 스마트폰을 포함

한 모바일 헬스가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5].

재, 국내 만성질환자 상의 모바일 헬스 재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련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

법을 활용하여 특정 학술지나 문서를 통해 수집된 텍스

트를 이용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연구가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6,7,8].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문서 요약, 정보 검색, 동향 분석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9]. 특히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연구를 계획

하는데 도움을 다[10-12]. 텍스트마이닝을 통한정보추

출 방법에는 다양한 수학 알고리즘과방법들이 존재하

는데, 표 인 방법으로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가

알려져 있다[13]. TF-IDF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연

단어 분석에 사용되는 표 인 방법이며, 여러 문서

로 이루어진문서의집합이있을 때특정단어가특정 문

서 내에서 얼마나 요한 지를 나타낸다[14,15].

본 연구는 국내 만성질환자 상의 모바일 헬스 기반

재 연구에 해 통합 인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텍

스트마이닝을 통한 정량 분석을 함께 용하여 연구

동향을 악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만성질환자 상의 모바일 헬스 재연구의 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  목  

본 연구의 목 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만

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 동향을 악하는

것이다.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의 특

성을 악한다.

2) 국내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의 핵

심 키워드를 제시하고 시기별 변화를 악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국내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모바일 헬스

재를 용한 선행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기 해 시

도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는 동료 문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 국내·

외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인 만성질환자 상의 모바일

헬스 재연구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3 헌검색

본 연구의 문헌검색은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검색된 논문으로 하 는데,

이는 국제 기 에 맞는 일정 수 이상의 이 등재

되는 세계 최 보건의료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므로써 본 연구결과의 신뢰를 확보하기 함이다.

구체 인 선정기 은 한국어와 어로 출 된 원문으

로서, 만성질환을 가진 한국인 상으로 모바일 헬스를

용한 재연구로 제한하 다. 단 연구유형이 체계

문헌고찰, 종설, 측정도구 원천기술 개발, 학술 회 발

표 자료는 제외하 다.

검색어는 만성질환(chronic disease), 모바일 헬스

(mobile health)와 재(intervention)의 조합하 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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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0편의 논문이 분석 상이었다. 선택된 논문들을

재 연구 상자, 재 유형, 결과 변수 그리고 효과에 따

라 분석하 다.

2.4 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의 동향을 악하기 하여 키워드분석을 시행하

다. 키워드 분석을 하여 문헌고찰에서 선정된 총 20

편의 문 제목과 록 텍스트를 추출하 다. 추출한 텍

스트는 Microsoft Excel 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별로

명칭, 문 제목, 출 연도, 문 키워드, 문 록

을 하나의 행으로 구성하 다. 주제어 추출을 해 자연

어처리 로그램인 Text Analyzer를 사용하여 의미 단

의 키워드로 추출하 다.

데이터 처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텍스트마이닝 문가에 의해 키워드를 추출하 고, 추출

된키워드는 간호학교수 2인이검토하여 평가자간 용어

가 일치하도록 유사한 단어는 표 화하 고, 불필요한

단어는 제거하는 데이터 정제 변화과정을 거쳤다.

를 들어 문자는소문자로 변환하고(Anxiety→anxiety),

복수는 단수로 통일하 고(phones→phone), 약어는 체

어로 변경하 다(SMS→short message service). 한

사, 치사, 조사, 속사와분석에 합하지 않은 의미

없는 단어들(such, month, study, group 등)은 불용어

(stop-word)로 처리하여 삭제하 다. 처리 과정을 거

친 후 구조화된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

TDM)을 생성하 으며, 단어 구름 시각화(word cloud

visualization)를 해 Worditout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 다.

체 키워드 에서 출 빈도와 가 치가 높은 키워

드를분석하 다. 단어의 요도 평가를 한단어 빈도-

역문서 빈도(TF-IDF) 가 치 모델을 이용하 다[8-10].

한 시기별로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헬스 재연구의

변화를 보기 하여 분석 상 텍스트를 기(2005년∼

2010년), 기(2011년∼2016년)와 후기(2017년∼2018년)

로 구분하여 새롭게 출 하는 키워드를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만 질  상 바  헬스 재연  특

최근 14년간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는 총 20편이었다. 재 연구 상

자, 재 유형, 결과 변수 그리고 효과에 따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고).

Characteristics n (%)

Subject

Hypertension 5 (25.0)

Diabetes 5 (25.0)

Stroke 4 (20.0)

Coronary artery disease 3 (15.0)

Cancer 3 (15.0)

Tyoe of intervention

Mobile application 10 (50.0)

Short message service 6 (30.0)

Wearable device 2 (10.0)

Others 2 (10.0)

Outcome variables

Clinical outcomes 8 (40.0)

Patient satisfaction 3 (15.0)

Disease-related knowledge 3 (15.0)

Quality of life 2 (10.0)

Others 4 (20.0)

Effectiveness

Yes 17 (85.0)

Not measured 3 (15.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N=20)

분석 상 논문에서 연구 상자의 만성질환 유형으로

는 고 압, 당뇨병이 각 5건(25%), 뇌졸 4건(20%),

상동맥질환과 암이 각각 3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가

장 많이 사용된 재 유형은 애 리 이션 용(10건)으

로 50%를 차지하 으며, 단문 메시지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 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족도만 측정한 3건을 제외한 부분의 연구들이 모바

일 헬스 재가 측정변수(임상결과, 환자만족도, 질병

련 지식, 삶의 질 등)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 다.

3.2 키워드 

체 20편의 문 록을 상으로 키워드 분석을시

행한 결과 205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이 출 빈

도와 가 치가 가장 높은 상 20개 키워드는 Table 2와

같다. 만성질환(chronic disease), 유용성(feasibility), 모

바일 어 리 이션(mobile application), 결과 측정

(outcome measure), 효과(effect), 유방자가검진(breast

self examinati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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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Frequency Weight

Chronic disease 4 3.41

Feasibility 3 2.87

Mobile application 3 2.64

Outcome measure 3 2.64

Effectiveness 3 2.47

Breast self examination 3 2.04

Application 3 1.87

Counseling manual 2 2.04

Dietary habit 2 2.04

Disease-related knowledge 2 2.04

Lifestyle modification 2 2.04

Smartphone application 2 2.04

Blood pressure 2 1.87

Breast cancer 2 1.87

Diabetes 2 1.87

Knowledge 2 1.87

Memory 2 1.87

Mobile health 2 1.87

Quasi-experimental study 2 1.87

Telephone counseling 2 1.87

Table 2. Top 20 Keywords in Frequency and Weight

출 빈도와 가 치 상 20개 주요어를 시각화한 워

드클라우드를 Fig. 1에 제시하 다.

Fig. 1. Word Cloud for Keywords

3.3 시기별 키워드 변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의 시기별 변

화를 악하기 하여 기 6년(2005∼2010), 기 6년

(2011∼2016), 후기 2년(2017∼2018)으로 나 어 키워드

분석을 시행하 다. 기의 경우 휴 화(cellular phone),

당뇨(diabetes), 압(blood pressure), 투석(hemodialysis),

약물투여(drug administration) 등의 단어가 출 하 다.

기에는 스마트폰 앱(smartphone application), 유방자

가검진(breast self examination), 상담매뉴얼(counseling

manual), 식이습 (dietary habit) 등이 새롭게 출 하

으며, 후기에는 유용성(feasibility),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결과 측정(outcome measure), 질병 련 지식

(disease-related knowledge), 생활습 개선(lifestyle

modification) 등의 단어들이 출 하 다(Table 3 참고).

Phase (year) Keywords

Early Cellular phone

(2005∼2010) Diabetes

Blood pressure

Hemodialysis

Drug administration

Medical instruction

Middle Smartphone application

(2011∼2016) Breast self examination

Chronic disease

Counseling manual

Dietary habit

Late Feasibility

(2017∼2018) Mobile health

Outcome measure

Disease-related knowledge

Lifestyle modification

Table 3. Newly Emerging Keywords of Research

4.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4년간의

국내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모바일 헬스를 용한 재

연구에 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모바일 헬스 재의 주요 용 상 질환은

고 압, 당뇨병, 뇌졸 , 상동맥질환, 암 등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국내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에 한 보고서에

나타난 상 질환과 유사하 다[16]. 이는 모바일 헬스

재가 재 국내에서 이환율이 높은 만성질환을 심으

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인구고

령화와 생활양식의 서구화 식습 변화와 련된 만

성질환 즉, 간질환, 신장질환, 갑상선, 생식기 질환 등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1,16], 보다 다양한 만성 질

환 상의 각 질환 특성에 맞는 모바일 헬스 재의 개발

이 유용한 지 등을 살펴보는 시도가 요구된다.

국내 만성질환자에 용된 모바일 헬스 재의 종류

로는 모바일 애 리 이션 용이 가장 흔한 형태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단순 문자메시지 활용이 많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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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의 재범 가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활용에

서부터 원격의료에 이르기까지 범 하고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는 국외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17].

특히 모바일 애 리 이션의 경우 사용자요구도를 조사

한 후 개발되었으나, 개별 환자 선호도와 질병 련 특성

에 맞춘 사용자 심의 애 리 이션이라기보다, 일방향

, 개발자 심의 애 리 이션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결과, 단순메시지 한 주로 알림메시지의 기

능으로서 일방향 으로 달되도록 개발되었으며, 단순

메시지의 문자길이, 송빈도, 내용을 각 개별 환자의 선

호도를 고려한 개발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외 연구에 의

하면 단순메시지라 할지라도 상호작용형의 단순메시지

를 환자의 선호도 즉, 약물/운동/식이/스트 스 리

특정 환자에게 더욱 맞춤화된 단순메시지가 효과 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18,19]. 만성질환의경우 공통 인 질병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 환자의 선호도나, 연령, 성

별, 생활양식등이다를수 있다. 따라서 상자 선호도가

반 된 애 리 이션 개발이 장기 자가 리 이행에

요한 향을 미치므로 [1,2] 향후 각 모바일 애 리

이션이 얼마나 사용자 심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에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상자의 심리

사회 /신체 요구도 등을 포함하여 환자친화형, 상호

작용형의 단순메시지 개발이 요구된다. 한, 장기 추

찰 연구를 통해서 모바일 헬스 재가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재입원, 사망률과 같은 변수에의 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모바일 헬스 재에 사용된 주요 키워드 분석결과, 휴

화, 스마트폰 앱, 모바일 헬스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웨어러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재에

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의 경우 휴

폰 뿐 아니라 테블릿 PC,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

용하여 모바일 헬스 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하면[17], 국내의 경우 휴 폰 이외의 모바일 기기의 각

장단 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도가 모색될필요가있겠다.

한편, 모바일 헬스 재 내용에있어 기 연구에서는 약

물교육이 기 연구에서는 상담/식이습 이 후기 연구에

서는 생활양식 수정과 같은 내용으로 변화되어, 모바일

헬스를 활용한 재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음을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모바일 헬스 재내용에 있

어 약물의 경우단순 약물의 효과/부작용 등의 일회성교

육에 그치지 않고, 병원의 자의무기록과 연동되어 개

인이 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한 정확한 정보와 상

담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17,20], 운동, 식이의 경우도

동 상을 활용하거나, 환자의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고려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진화되고 있고, 증상악화 시 병원

에 방문해야 하는 시기 등에 이르기까지 정 화되고 있

다[21]. 따라서 국내 모바일 헬스 련 재 한 단순한

정보제공을 벗어나, 환자가 실제 지속 인 건강 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내용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한 모바일 헬스 재 연구의 기에는 주로 개발과

활용 주의 키워드 출 이 많았다면, 후기 연구에서는

유용성, 결과측정 등의 용어가 다빈도로 출 하 음을

통해, 모바일헬스 재의 유용성 평가를통해 환자 개별

실제 인 정 효과를 수 있는 모바일 헬스 로그

램 개발로 연구가 진행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단순 일회 측정이거나, 재내용의 근거수 이 얼

마나 과학 으로 타당한 지, 모바일 헬스 재효과를 장

기간에 걸쳐 입증할 수 있는 지에 해서는 확인하기 어

려웠다. 따라서 규모 향 연구를 통한 모바일 헬스

재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노인 상이나,

국내 유병률이 높은 상 소수 만성질환에 국한되지 않

는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확 하여 모바일 헬스 재연구

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한국인 상의 논

문만을 상으로 하 고, PubMed 검색엔진만을 활용하

다는 제한 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바일 헬스 재연

구가 속히 증가함에 따라[1,16,17,22], 후속 연구를 계획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나 재내용과 연구설계 등

의 고안 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언

본 연구에서 최근 14년간의 만성질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연구 동향을 악하기 하여 텍스트마이닝 기

법을 활용하여 20편의 국내 논문에서 추출한 205개의 키

워드를 분석하 다. 연구주제의 주요어로는만성질환, 타

당성, 모바일 앱, 결과측정 등이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기에는 당뇨, 고 압, 약물투여 등에 한연구, 기와

후기에는 어 리 이션, 모바일 헬스, 생활습 개선 등

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추후 만성질

환자 상 모바일 헬스 재에 한 국내외 연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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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주제어 간의 연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연

결망 분석방법을 용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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