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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상용화된 걷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효과성을 

무선통제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상용화된 앱(금전적 보상 앱, 목표설

정과 피드백 앱, 게임형 앱)을 선정하고, 자기관찰집단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총 66명의 대학생 참가자가 

4개 집단에 무선할당되었고, 실험참가를 완료한 4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종속변인은 기저선 및 8주 차

에 수집된 걸음수, 실험 전후에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한 학업빈도, 계획 완수 빈도, 걷기 활동량 점수, 앱 사용 첫째 

주와 마지막 주(8주차)에 자기보고를 통해 수집된 앱 사용량 및 앱 만족도 점수였다.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 걸음 

수 및 계획 완수 빈도, 걷기 활동량 점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앱 사용량 점수

에서는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목표설정-피드백 앱 집단과 게임형 앱 집단은 걸음 수와 계획 완수 빈도에서 일관된 

증진을 보였다. 본 연구는 상용화된 걷기 앱에 대한 첫 효과성 검증연구로서, 행동주의이론이 모바일 헬스

(mHealth) 영역에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대학생, 모바일 헬스, 스마트폰 걷기 앱, 무선통제연구, 행동주의, 행동변화기술

Abstract This study tested the effectiveness of commercialized smartphone apps in improving 

walking activities among college students. 66 participants were randomized into each of four 

groups that was used different behavior change strategies: monetary rewards app, goal setting and 

feedback app, gaming app, and self-monitoring control group. 45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experimentation was included in data analysis.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time by groups interactions in recorded step counts, self-reported completed plans and 

self-reported walking activities scores. The Goal-setting and feedback group and the gaming group 

resulted in increase in both step counts and completed plan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framework of behavi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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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바일 기기(예, 스마트폰,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 

PDA, PAD 등) 및 무선 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원 프로그

램 및 공중보건사업을 모바일 헬스(이하 mHealth)라 

말한다[1]. 그 중 mHealth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스

마트폰의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공중 보

건과 개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보편화된 접근법이 되고 

있다[2,3]. 

기 개발된 mHealth 앱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체적 활동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4]. 

심혈관 질환, 비만, 암과 같은 20개 이상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환이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과 관

련되어 있음이 보고되면서, 신체활동증진은 공중보건영

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5]. 우리나라를 포함해

서 산업화가 진행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신체활동량의 

감소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6],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신체활동 참여율은 9-12세 

74.6%, 13-18세 59.3%에 비해 19-24세 연령대에서 

46.9%이다. 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걸쳐 신체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7]. 특히 생활양식

이 급격히 달라지는 대학생 시기는 발달적으로 성인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대학생의 신체

활동 증진은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증진[8] 및 학업 수행

증진과[9]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걷기는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가장 단순한 개입법

인 동시에 좌식생활군(sedentary groups)에서 가장 선호

되는 신체적 활동이다[10]. 걷기를 목표로 하는 mHealth 

프로그램, 특히 앱은 자기관찰(self- monitoring)과 목표

설정과 같은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행동변화기술

(bct, behavior change technology)을 행동변화 전략

으로 구현한 경우가 많고, 게임 요소를 활용하는 게임화 

전략, 실시간 피드백과 같은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과 접목되고 있다[2,3,11]. 예를 들어, 서울시 걷기 마일리

지 프로그램에 적용된 mHealth 앱인 WALKON은 목표 

걸음 달성에 따라 다양한 기업체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제

공하며, 사용자 간 사회적 커뮤니티를 형성을 촉진하는 전

략을 사용한다. 현재 걷기를 중심으로 한 신체활동증진 기

능이 탑재된 상용화된 앱은 상당수 존재하며, 그 수도 증

가추세이다[2]. 하지만, 개발된 앱들의 효과성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신체활동증진 앱의 효과성 연구를 개관한 선행연구는

[12,13]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mHealth 앱의 신체활

동증진 효과가 연구마다 일관성이 부족하며, 연구방법 

상의 제한점 때문에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을 보여준다. 먼저 Bort-Roig 등(2014)은 신체활동증

진 앱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5개의 연구 중 4개가 걸

음 수의 유의한 증진이나 적정 걸음 수 유지효과를 보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들 연구는 통제집단 없이 사전-사

후 비교만 실시하였다. 보다 최근에 Romeo 등(2019)

은 스마트폰 앱의 신체활동 증진 효과성 검증을 위해 무

선통제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종속변인으로 걸음 수를 측

정한 6편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적으로 실험(앱 사용)집단의 걸음 수가 통제집단보다 더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Romeo 등(2019)은 메타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간 이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예를 들어, Romeo 등(2019)에 포

함된 11편의 연구 중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14] 

제외하면, 10편의 연구가 신체활동이 적거나 다양한 만

성질환이 있는 중년 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미영과 윤지운(2018)[15] 역시 외국에서 최근 10년 동

안 보고된 16편의 스마트폰 기반 신체활동 앱의 효과성 

연구를 메타 분석하였고, 이전 리뷰 결과와 유사하게 연

구 간 효과성에서 이질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만, 이전 연구와는 달리 스마트폰 앱 사용이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연령층에서 신체활동증진에 더 효과적임을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활동증진 스마트폰 앱의 효과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

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엄격한 실험방법을 사용

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 만성질환이나 신체활동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중

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의 예방

적 효과를 강조하는 공중보건 측면[5,6]에는 크게 도움

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많은 신체활동증진 전략이 

mHealth 앱에 적용되고 있지만[2], 효과성 연구에 적용

된 전략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

아 행동전략의 상대적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상용화된 다양한 mHeath 전략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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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신체활동증진이 시급한 공중보건 쟁점이

고,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앱 활용에 적극적임을 고려할 

때 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신체활동증진 전

략의 탐색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스마트폰 신체활동증진 앱 사용 경험에 대

한 심층 면담을 통해 효과적인 앱 구성 요소를 밝히는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9,11,16,17]. 예를 들어, 대학

생은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앱의 다양한 기능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한 분석적

인 정보나 활동 장애물을 해결하도록 돕는 문제해결적 

접근에 기반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11]. 무엇보다 

대학생은 중년 이상의 성인과 달리[4,18] 사회적 지지에 

기초한 앱 구성요소는 선호하지 않았다[19].

한편 대학생과 유사한 17∼26세 젊은 성인을 대상으

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앱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Walsh 등(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10]. 이 연구자들

은 참가자들에게 목표 걸음 수를 알려주고 앱을 통하여 

걸음 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 실험집단과, 걸음 수를 

기록만 하는 앱을 사용한 통제집단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걸음 수가 향상되었으나 향상의 정도는 실험

집단이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연구들은 주로 정

형화된 운동 프로그램 참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ICT 기술 활용이나 걷기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의 신체활동증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20]. 유일하게 김학균과 김연수(2012)가[21]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증진 효과성 검증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두 실험집단은 동일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

한 기록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느냐 자기보고 설문

지를 사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었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자기보고 설문지 사용보다 운동 참여 촉진에 더 긍정적

인 효과가 있었으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또 다른 연구는[2] 상용화된 스마트폰 앱 

구성요소를 질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

는 앱과 전문가들이 평가한 앱의 기능성 평가 결과가 불

일치함을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스마트폰 앱이 신

체활동증진에 갖는 효과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연구 대상이나 사용된 앱의 구성요소 즉 행동변화전략

에 따라 효과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

생 집단은 신체활동증진 촉진이 필요한 시기로 스마트

폰 앱에 매우 익숙한 동시에 다른 연령대와는 선호하는 

앱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으로 스마트폰 기반 건강증진 앱의 효과성을 조사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 활용에 가장 적극

적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미 상용화된 다양한 스

마트폰 기반 걷기증진 앱의 효과성을 무선통제연구방법

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대학생 일반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둘째, 실제 상용화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걷기 증

진 앱을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 본인의 스

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효

과성 검증에 중점을 두려 한다. 셋째, 걷기행동의 효과

가 다른 생활 영역에 일반화되는 정도, 그리고 앱 사용 

만족도 등을 추가하여 앱 사용의 실용적 측면에 대한 검

증을 확장하였다. 끝으로, 실험조건을 다양화하고 무선

통제연구라는 엄격한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걷기증

진 앱에 활용되는 다양한 행동변화전략과 걷기 효과 간

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차별적

인 행동전략을 구현하고 있는 상용화된 앱 3가지를 선

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인 대학생들이 문제

해결적 접근을 선호하므로[10], 문제해결적 전략 중에서 

효과성이 일부 검증된 목표설정과 피드백 전략 [11]을 

사용한 앱(피트머니)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게임형 

전략을 활용한 앱(워커)이다. 게임형 전략은 사용자의 

동기를 고무해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사용을 촉진하므로,  

mHealth 앱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이의 효과성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2,3]. 세 번째는 신체활동

증진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앱 (캐시머니)이다. 금

전적 보상은 행동주의이론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

인 행동변화전략으로 다수의 앱이 유사한 전략을 활용

하고 있다 [2,3]. 마지막으로,  mHealth 앱에 활용되는 

모든 전략은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자기관찰을 촉진하

기 때문에[13,15], 통제집단은 상용화된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보고를 통해 걷기행동에 대한 자기관찰을 하

도록 하였다.

걷기증진 앱에 적용된 다양한 행동전략을 하나의 실

험에서 직접 비교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각 행동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2호24

전략의 효과성 역시 연구대상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13,15].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각각의 앱이 사용자의 걸

음수를 얼마나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론에서 검토한 비교적 잘 통제된 

효과성 검증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자기관찰만을 사용한 

통제집단 및 3개의 실험집단 모두 기저선에 비해 8주차

에 걷기행동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걸음 

수 증진 효과가 집단별로 상이하여 시간과 실험조건 간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학생 

집단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제해결적 접근인 목

표설정과 피드백 조건에서 걸음 수 증진이 가장 클 것으

로 예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마트폰 

기반 걷기증진 앱의 사용이 걸음 수 증진에 차별적인 효

과성을 갖는지를 검증하고, 앱 사용 효과의 일반화 정도

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상

용화된 스마트폰 기반 걷기증진 앱의 사용이 대학생 집

단에서 걸음 수를 증진시키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

째, 걸음 수 증진이 관찰된다면, 이러한 앱 사용의 효과

가 대학생의 다른 생활 영역에도 일반화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앱에 대한 주관적 평가(예: 사용

량, 만족도)와 걸음 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앱 사용

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절차 및 앱 선정

연구 참여 신청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사전 모

임에 참여하여 사전검사를 받고, 연구팀이 자체 개발 한 

걸음 수 측정 백그라운드 앱1)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

하였다. 사전평가 후 참가자들은 4개 집단에 무선할당되

었다. 4개의 집단은 3개의 상용화된 앱 (캐시워크, 피트

머니, 워커)을 사용하는 실험집단과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관찰을 촉진한 통제집단이다. 각 참가자는 앱을 사

용하지 않은 1주 동안의 기저선 평가 이후, 각자가 속한 

1) 백그라운드 앱은  카이스트 Interactive Computing Lab

에서 개발한 ABC Campus Life 앱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여 걸음 수를 자동 수집한다. 와이파

이 환경에서 동기화 버튼을 통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걸음 

수가 저장된다.  

집단에 따라 해당 앱을 7주 동안 사용하였다. 모든 참가

자들은 매주 간단한 주간 설문에 온라인으로 응답하였

으며, 앱 사용 기간 종료 후 연구팀을 재방문하여 사후 

검사에 응하였다. 연구는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3가지 앱의 선정 기준은 1) 구글 플레

이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횟수 10,000회 이상이며, 2) 

행동주의 이론에서 가장 잘 확립된 행동변화기제이며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표적 요소인 보상을 사용하며, 3) 

보상을 결정하는 전략이 상이한 앱으로 선정하고자 하

였다. 선정 기준 결정은 행동주의 이론과 선행연구에 기

초하였다[2]. 결과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강화물인 금전

적 보상을 사용하는 캐시머니, 신체활동증진 앱에서 가

장 활용 빈도가 높은 행동변화기술인 목표설정과 피드

백에 기초한 피트머니, 게임형 앱인 워커가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캐시워크는 100걸음 당 1캐시(0.71원)의 금

전적 보상지급이 주 전략이며 걸음 수에 대한 랭킹을 제

공한다. 피트머니는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예: 최

적 운동량 설정)과 수행 피드백(예: 목표달성일)과 더불

어, 일일 목표를 달성하면 시각적 보상인 팡파레나 달성 

메시지 등의 보상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워커는 우주 

탐험을 콘셉트로 한 다마고치 형식의 게임을 활용하여, 

걸음 수에 따라 게임 내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보상으로 제공한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도 사용한 백그

라운드 앱 이외의 다른 앱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실험집

단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주간 평가에는 참

여함으로써 걸음 행동에 대한 자기관찰을 촉진하였다. 

2.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Y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공고를 통

해 모집되었다. 연구 참가 신청자 75명 중 66명이 사전 

모임에 참가하여 사전평가를 완료하였고 이 중 연구 완

료 시까지 자료가 수집된 참여자는 57명이었다.2) 기저

선 측정부터 10,000보 이상의 걸음 수를 보이는 참가자 

12명은 이미 충분한 걷기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더 이

상의 걷기 증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서 배제하였다[22]. 분석에 포함된 45명의 참가자들은 

평균 23.19세였으며, 남자가 55.6%를 차지하였다. 집단 

2) 백그라운드로 구동된 앱의 데이터 업로드 상의 기술적 문제

로 9명의 자료가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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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령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3,41)=.138, 

p=.937. 집단 간 남녀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
2(3, N=45)=1.59, p=.662. 

2.3 평가 도구

2.3.1 걸음 수 측정

4개 집단 모두 동일한 백그라운드 앱 프로그램을 통

해 걸음 수가 기록되어 서버로 전송되었다.

2.3.2 주간 평가 

주간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3개 실험집단은 

앱의 사용 정도, 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에

서 평가하였다. 통제집단은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에 대한 개방식 질문에 매주 응답하였다. 개방식 질문

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앱 사용과 신체활동증진에 대한 

질적연구에서[9,11,16,17] 활용되는 면담질문을 변형한 

것이다.

2.3.3 일반적 자기통제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서지현과 정경미(2014)가[23] 개발한 

자기통제행동 척도 10문항 중 ‘얼마나 자주 학습시간(과

제, 예습, 복습 포함)을 가졌습니까?’와 ‘매일 계획한 일

을 마친 것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문항을 사용하

여, 사전과 사후에 각각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2

주 동안의 자기통제행동에 대해 7점 Llikert 척도로 평

정하였다(예: 0점=전혀없음, 3=주 3회 혹은 주 3일, 6=

주 6회 혹은 주 6일). 

2.3.4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 단축형(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IPAQ-SF)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 단축형(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IPAQ-SF) 중에

서 IPAQ 개발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24]. IPAQ-SF는 격렬한 활동, 중정도 활동, 

걷기 활동 각각에 대하여 지난 7일간 해당 활동을 실시

한 일수 및 하루 평균 시간을 묻는 각 2개의 하위 질문

으로 구성된다. 좌식 활동은 지난 7일간 앉아서 보낸 하

루 평균 시간을 묻는 1개의 질문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

에서는 걷기 활동과 좌식활동에 대한 문항만을 선별하

여 사용하였다. IPAQ-SF 채점 프로토콜(IPAQ Research 

Committee, 2005)에 따라, 걷기 활동량은 [3.3 MET × 

‘걷기 활동 시간(분)/일’ × 주간 시행 일

수](MET-min/week), 좌식 활동량은 [1.0 MET × ‘좌식 

활동시간(분)/일’ × 7(=주간시행일수)](MET-min/week)로 

환산하였다. 여기서 MET(metabolic equivalent)란, 신

체활동 에너지 비용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지표를 말하

며, 안정 상태의 에너지 소모율에 대한 활동 상태의 에

너지 소모율의 비율로 계산된다. 사전과 사후 평가에 사

용하였다.

2.3.5 통계분석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종속 변인의 변화를 반복측정 

요인으로, 4개 실험조건을 개인 간 변수로 하여, 시간의 

주 효과와 시간과 실험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인은 

걸음 수(기저선과 8주차), 설문자료(사전 및 사후 평가), 

앱 사용량과 만족도에 대한 자기보고를 사용하였다. 요

일에 따른 걸음 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걸음 수의 중앙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을 위해 집단 간 t검

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앱 사용량, 앱 만족도, 및 걸음 

수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각 집단 내 상관분석은 표본 

수가 적어 비모수 상관분석 기법인 Spearman 상관분

석을, 3개 집단을 통합한 상관분석은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3버전을 사용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시간에 따른 집단별 걸음 수 변화

먼저 무선할당 된 집단 간에 기저선 기간에 걸음 수

에서 차이가 없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일변량 변량분석 

결과 4개 집단은 걸음 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

가 관찰되지 않았다F(3, 41)=2.10, p=.115. 각 집단의 

기저선 및 8주차 걸음 수는 Table 1에 보고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주 효과 

F(1,41)=15.94, p=.000 및 걸음 수의 변화와 실험조건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3,41)=3.06, p=.039. 실험 

조건별 걸음 수 변화 양상을 Fig. 1에 보고하였다. 

Figure 1을 보면, 캐시워크 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

면 나머지 집단은 걸음 수의 향상이 관찰된다. 사후검증

을 위해 기저선과 8주 차 걸음수를 평균한 값에 대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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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별 t검증을 하였다. 모든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

은 점수를 보였고, 피트머니 집단의 평균값이 통제집단

t(16)=2.729, p=.015 및 캐시워크 집단t(21)=-2.253, 

p=.03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Mean and SD of Step counts       

  (N=45)

Group Baseline 8th week

CashWalk(N=13) 6096.6 (1746.1) 6076.0 (2609.3)

FitMoney(N=10) 6788.5 (1974.1) 8503.6 (1848.5)

Walkr(N=14) 6474.1 (2481.9) 7375.5 (3157.6)

Control(N=8) 4562.0 (1449.8) 7486.0 (1255.0)

Total(N=45) 6095.0 (2089.3) 7270.4 (2555.6)

Fig. 1. Change in step counts by groups

3.2 시간에 따른 집단별 자기보고 변화

IPAQ-SF를 통해 산출한 걷기 활동량 점수F(3, 

31)=.955, p=.426와 좌식 활동량 점수F(3, 31)=.910, 

p=.447의 경우 사전 평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결과 걷기 활동량 점수는 시간 주

효과는 F(3, 31)=3.580, p=.068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

간×집단 상호작용 효과는 F(3, 31)=3.637, p=.023 유

의하였다. Table 2를 보면, 캐시워크와 피트머니 집단

은 걷기 활동량 점수의 증가가, 워커와 통제집단은 걷기 

활동량 점수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집단별로 

변화의 방향이 상반되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 

값을 기준으로 사후 검증을 하였다. 캐시워크와 워크 집

단의 차이t(19)=-2.408, p=.026, 캐시워크와 통제집단

의 차이t(14)=-2.350, p=.034, 피트머니와 통제집단의 

차이t(12)=-2.224, p=.046가 유의하였다.

좌식 활동량 점수는 시간 주 효과 F(3, 31)=.265, 

p=.610, 및 시간×집단 상호작용 효과 F(3, 31)=1.804, 

p=.167 모두 유효하지 않았다. 

사전평가에서 일반적 자기통제행동 척도의 학습 빈도 

F(3, 41)=.315, p=.815, 계획 완수 빈도F(3, 41)=1.771, 

p=.168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복측정변량분석결과 학습 빈도의 시간에 따른 주 

효과 F(3, 41)=.020, p=.887 및 시간×집단 상호작용 

효과F(3, 41)=1.530, p=.221는 유의하지 않았다. 

계획 완수 빈도의 경우 시간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F(3, 41)=.087, p=.770, 시간×집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 41)=4.150, p=.012. Table 

2를 보면, 피트머니 집단과 워커 집단은 사전평가에 비

해 사후평가에서 계획 완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캐시

워크와 대조 집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집단별로 변화

의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

이 값을 기준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캐시워크와 피트

머니 집단의 차이 t(21)=3.041, p=.006 및 피트머니와 

통제집단의 차이 t(16)=-2.736, p=.015가 유의하였다. 

즉, 피트머니 집단이 캐시워크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Table 2. Mean and SD of Self-control and physical 

activity scores

Variables
Groups

(N)
Pre-assessment Post-assessment

Learning 

trials

1(13) 3.77 (1.48) 3.69 (1.93)

2(10) 4.10 (1.97) 3.30 (1.89)

3(14) 3.43 (1.87) 4.21 (1.42)

4(8) 3.50 (1.85) 3.75 (1.67)

T(45) 3.69 (1.74) 3.78 (1.70)

Completed 

plans

1(13) 4.15 (1.28) 3.46 (1.39)

2(10) 3.2 (1.03) 4.2 (0.79)

3(14) 3.36 (1.6) 3.79 (1.48)

4(8) 4.38 (1.6) 3.38 (2.13)

T(45) 3.73 (1.44) 3.71 (1.46)

Walking

activity

Score

1(9) 1650.00 (1172.60) 4322.22 (4943.12)

2(7) 1546.43 (1225.80) 3546.43 (3358.21)

3(12) 2391.67 (1614.26) 2162.50 (1329.92)

4(7) 2324.29 (1048.39) 1350.00 (375.28)

T(35) 2018.43 (1332.65) 2832.14 (3104.81)

Seating

activity

score

1(9) 502.22 (199.61) 493.33 (155.24)

2(7) 505.71 (182.01) 454.29 (166.52)

3(13) 498.46 (187.17) 455.00 (214.01)

4(6) 370.00 (88.32) 550.00 (216.06)

T(35) 478.86 (176.81) 481.00 (186.76)

1=CashWalk, 2=FitMoney, 3=Walkr, 4=Control group; T=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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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간에 따른 앱 사용량과 앱 만족도 변화 및 걸음 

수와의 상관관계

Table 3과 같이 앱 사용 첫 주인 실험 2주차의 앱 사

용량은 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34)=13.802, 

p=.000. Scheffe 사후 검증결과, 캐시워크 앱 사용량이 

다른 두 앱의 사용량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복측정변량

분석 결과 앱 사용량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1,34)=10.40, p=.003, 시간에 따른 사용량 변화와 사용

한 앱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2,34)=.701, 

p=.503. 즉, 모든 집단에서 앱 사용량이 시간이 흐름에 따

라 감소하였다. 사후 검증을 위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변

화에 대한 대응표본 t분석 결과 사용량 감소는 캐시워크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2) = 3.43, p <.01. 

앱을 사용하기 시작한 첫 주의 앱 만족도는 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34)=3.929, p=.029. Scheffe 

사후 검증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캐시워크와 가장 

낮았던 피트머니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만족도에 대

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시간의 주 효과

F(1,34)=2.20, p=.147 및 시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2,34)=.57, p=.570 모두 유의하

지 않았다.

Table 3. Self-reported app usage and satisfaction

Groups variables 1st week 8th week

CashWalk

(n=13)

usage 4.38(.77) 3.23(1.36)

satisfaction 3.00(.91) 3.00(.71)

FitMoney

(n=10)

usage 2.10(.74) 1.60(0.97)

satisfaction 2.20(.63) 1.80(.92)

Walkr

(n=14)

usage 3.00(1.41) 2.36(1.22)

satisfaction 2.93(.62) 2.57(1.09)

Total

(N=37)

usage 3.24(1.38) 2.46(1.35)

satisfaction 2.76(.80) 2.51(1.02)

끝으로, 실험 8주차에 집단별 앱 사용량, 앱 만족도, 

걸음 수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Table 4에 보고하였

듯이 모든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변수 

간 상관의 방향이나 크기는 집단에 걸쳐 일관적이지 않

았다. 구체적으로, 앱 사용량과 걸음 수의 상관을 보면, 

캐시워크 집단과 피트머니 집단에서는 중등도의 정적 

상관rs=.48, rs=.33, 워커 집단은 걸음 수와 앱 사용량 

간에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rs=-.116이 관찰되었다. 걸

음수와 앱 만족도 간의 상관은 캐시워크는 중등도의 정

적 상관rs=.39, 워커는 약한 수준의 부적상관rs=-.24, 피

트머니는 의미 있는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rs=-.05.

Table 4. Correlations among app usage, app 

satisfaction, and step counts by groups   

Groups Variables step counts usage

CashWalk

(n=13)

step counts 1

usage .483+ 1

satisfaction .393 .172

FitMoney

(n=10)

step counts 1

usage .333 1

satisfaction -.053 .478

Walkr

(n=14)

step counts 1

usage -.116 1

satisfaction -.239 .495+

Total

(n=37)

step counts 1

usage -.054 1

satisfaction -.200 .533**

Correlation coefficient for each app group is Spearman’s rho and 

Pearson’s r for total; **p< .01, *p< .05, +p<.1

4. 논의

본 연구는 상용화된 스마트 폰 걷기 앱의 효과성을 

무선통제연구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걸음 수뿐 아니라, 걸음 수 증진에 따른 일반화된 효과

를 조사하고자 학습 빈도, 완수한 계획 수, 걷기 활동량

에 대한 자기보고 평정치도 평가하였으며, 앱 사용량 및 

만족도와 걸음 수 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걸음 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완수한 계획 수 및 

걸음 활동량 점수 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집단

별로 유의하게 달랐다. 구체적으로 걸음 수의 경우 캐시

워크 집단은 걸음 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피트

머니, 워커, 통제집단은 기저선에 비하여 걸음수가 증진

되었다. 계획완료 횟수에서는 피트머니집단과 워커 집단

이, 자기보고인 걷기 활동량 점수의 경우 캐시워크와 피

트머니 집단이 증가를 보고하였고, 다른 집단은 감소를 

보고하였다. 요약하자면 피트머니 집단은 측정한 실제 

걸음 수, 자기 보고에 기초한 계획 완수 빈도와 자기보

고 걷기 활동량 점수에서 일관되게 증가가 보고되었다. 

워커 집단은 걸음 수와 계획 완수 횟수에서 증가가 관찰

되었다. 앱 사용량은 집단과 무관하게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실질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잘 통제된 연구방법을 사용해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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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된 앱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증명하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변화 전략을 제안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 

mHealth 앱 개발은 이론적 근거기반(evidence-based) 

개입이 부족하며[3], 앱의 효과성 검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12,13].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mHealth 앱

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가면서[1], 검증되지 않은 앱의 확

산으로 인해 공공보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효과성 

연구는 연구를 위해 임시로 개발된 앱에 국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상용화된 앱의 경우에도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효과성 증명이 가능하며 유용한 행동변화전략을 규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동변화 전략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설정 및 

피드백 전략을 구현한 앱이 걷기증진에 가장 효과적임

을 입증하였다. 이 결과는 수행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목표설정에 기반한 피드백과 같이 수행의 성취를 강화

하는 것이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행동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5]. 아울러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연구에서[9,16,17] 대학생들이 

피드백이나 목표설정과 같은 행동변화기법을 선호하며, 

신체활동의 양이나 강도가 증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피드백(보상)을 선호한다는 보고를 정량적으로 

입증한 것이다[11]. 효과성 검증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

하면, 목표설정과 피드백과 같은 행동변화기법이 신체활

동증진의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같은 단순한 전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지만[10], 게임형 앱과 같은 

동기 강화 앱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4]. 목

표설정과 피드백은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에

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기법이나[2], 그 효과성 검

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효과성을 체

계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가 가지는 가치가 높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캐시워크를 제

외한 모든 집단의 걸음 수가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약 

1,175보의 걸음 수 증진이 있었다. Nguyen 등(2009) 

연구는[26] 실험집단의 걸음 수 증진이 유의하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걸음 수 증진이 사실상 매우 어

려운 행동 변화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하루 1,000보 더 

걷기 개입전략이 체질량 지수나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

과를 나타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로 미루어[22],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걸음 수 증진

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걷기증진 앱 효과의 일반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앱의 효과성이 계획 완수 

횟수에서도 검증되었는데, 이는 걷기증진 앱 효과가 다

른 생활영역으로 일반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표 

행동의 변화가 다른 행동까지 일반화되는 것은 모든 행

동변화 개입에서 기대하는 바이지만, 일반화를 본격적으

로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피트머니 집단에서 계획

완수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피트머니의 목표달

성에 근거한 개입 전략이 계획 완수와 같은 통제능력에

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행동주의에 기반한 목표관리기법의 효과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23] 습득된 목표관리기술이 운동하기, 식

생활, 학습, 음주 등 생활의 다른 영역에 긍정적으로 일

반화됨을 보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일반화의 지표

로 조사한 ‘학습 빈도’에는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일반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효과성 연구에서 배제되

었던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행동변화전략을 밝혔

다는 의의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건강

을 포함해 생활습관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능력을 키워

나가는 시기인 동시에[11],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21]. 무엇보다 대

학생, 성인, 중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

행된 신체활동증진 앱의 효과성 연구의 결과는 연구 대

상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젊은 성인과 중년을 포함

한 선행연구는[27]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

에 비해 피드백 전략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반면에, 만

성질환을 가진 중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26] 모

니터링을 사용한 통제집단은 6개월 사전-사후 비교에서 

걸음 수가 증진되었으나, 모니터링 기능과 텍스트 메시

지 전략을 함께 사용한 실험집단은 오히려 걸음 수가 감

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에 적절한 

mHealth 앱 구성 전략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에 

기초한 젊은 성인용 앱 개발은 예방적 차원에서 공중 보

건 향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앱 사용량과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mHealth 앱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추가적 시사점을 

갖는다. 모든 앱의 사용량이 시간에 따라 저하되었는데, 

특히 걸음 수 변화가 없었던 캐시워크의 사용량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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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컸다. 본 연구는 모든 앱의 사용량이 저하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캐시워크를 제외한 다른 앱들은 걸음 수 증

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Arean 등(2016) 

연구에서[28] 앱 사용량이 감소하고 사용자들이 앱을 제

한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앱의 효과성은 유의

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아울러 새로운 앱에 대한 흥미

가 사라진 후에는 앱의 기능적 가치가 있어야 앱을 지속

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용자 행동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와 일치한다[11]. 공중보건 측면에서 mHealth 앱을 연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앱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증진

하는 것인데, 고찰연구들은 mHealth 앱의 가장 큰 제

한점으로 장기사용의 실패를 지적한다[29]. 사용량 감소

가 가장 크고 유의했던 캐시워크의 경우, 사용 첫 주에 

가장 사용량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캐시워크에서 사

용한 전략(예, 걸음 수에 따른 현금 보상)이 참가자의 관

심을 끄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

는 데는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선택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가장 극대화되는 행동을 선택한다는 행동주의의 

매칭이론(Matching Law)에 의하면[30], 걷기를 선택하

지 않고 다른 행동을 선택했을 때 얻는 보상(예: TV 시

청 등)에 비하여 캐시워크가 제공하는 현금의 양이 지나

치게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상의 증가비율 조정을 통

해 보상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최근 연구[31]에 의하면, 

큰 비용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용화된 앱의 경우 증가비

율강화와 같은 보다 정교한 보상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신체활동수준에 따라 앱 구성요소

에 대한 선호도가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11], 앱 사용량 

및 만족도와 걸음수 간의 관계는 걸음 수 증가가 컸던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서 다를 수 있어 체계적

인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아울러 앱 사용자의 걸

음 수 변화와 더불어, 앱 사용에 대한 만족도 변화의 궤

적을 매주 추적하여 어떤 요소가 앱 사용을 촉진하고 방

해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족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측정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29] 시사되는 mHealth 앱의 만족도 변화 추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mHealth 앱의 행동변화전략으로서 목표설

정과 피드백 기법의 가치를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동시

에, 앱 개발 및 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온 행동주의 

이론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걷기 행동은 대학 캠퍼스 특성과 같은 환경적 영향

에 민감한 신체활동인데[16], 연구가 이루어진 Y대학은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 걷기를 촉진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대중적 앱을 일상생활 맥락에서 적용하였다

는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적용 가능성을 높였

다는 의의가 있으나, 상용화된 앱을 사용하여 앱 구성요

소의 완전한 통제가 어려웠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적

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성별, 신체활동 수준과 같이 걸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변인들에 대해서는 적은 피

험자 수로 인해 추가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걷기 앱의 효과성을 가장 엄격한 

실험 방법인 무선통제연구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

한 첫 연구이다. 연구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효과

적인 행동개입전략은 목표설정 및 피드백이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mHealth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는 앱을 구성

하고,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임

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소들을 

행동주의 이론 틀에서 더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보다 

큰 표본으로 구성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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