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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healthcare wearables make it easier for individuals to get a picture of their overall
health so they can plan to change their lifestyles. However, recent wearables such as Fitbit, Misfit,
etc. largely use a ‘one-size-fits-all’ approach that does not consider various contexts of many people.
Thus, this research aims to 1) investigate how people modificate their lifestyle behavior through
wearables 2) provide design implications to develop customized wearable technologies. We conducte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five times with 10 participants for 12 days. Analyzing interview
data, we find five stages of behavior change that can be influenced by one’s motivation and interaction
with devices. Mapping participants on the metric(time and five stage), we identify five patterns of
behavior change through using wearables: maintaining type, practicing type, managing type, awakening
type and giving up type.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 change process with
using wearables so that can provide guidelines to design customized wearabl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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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 경

한 행동개선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그 유형을 분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용자별 맥락
을 고려한 웨어러블 기술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지속사용을 유도하
여 개인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고, 궁
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의학의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생활습
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술을 기대하
고 있다. 특히 식생활, 운동 등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는, ‘생활습관병(lifestyle related disease)’ 이 크
게 증가함에 따라[1]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
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상
적 맥락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웨어러블 출시
는 생활습관 개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I.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지속사용을 통한 행동개선
과정을 조사하고자 했으므로, 사용자의 주관적 건강
인식 및 개인 특성, 구체적 생활습관 등 경험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qualitative) 연구방법인
인터뷰 기법을 채택하였다.[5]

여러 연구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비롯한 웨어러
블 사용이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행동 변화를 돕는
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2,3] 이 같은 장점 및 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시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중대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
재 출시되고 있는 Fitbit, Misfit 등의 웨어러블은 불
특정
다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one-size-fits-all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개인들의
서로 다른 일상 맥락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웨어러블이 개인 특성을 반
영하지 않아 특정 사용자에게는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며, 이 경우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지 못해 행
동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된
다.[4,] 따라서 개별 사용자의 일상적 맥락을 고려한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웨어러블 사용
을 통한 행동개선 패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실험 방법
웨어러블 사용을 통한 행동개선 유형을 패턴화하기
위해,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20~50대 10명을 대상으
로 12일간 웨어러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인터뷰 및 데이터를 통해 추적・재구성하였다.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과거 웨어러블 사용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경험이 있는 대상은 표집 시
제외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웨어러블은 기존 문헌에
서 제시하는 웨어러블 선택 기준인 가격, 사용성, 동
기화 기능 등[6]을 고려하여 Misfit으로 선정하였다.
Misfit 을 통해서는 활동 및 수면 데이터를 수집했으
며, 식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Noom Coach 애플리
케이션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사용자들이 실생활에
서 웨어러블 사용을 통해 특정 행동개선 단계를 거
치는지 확인하고, (2)사용자에 따라 웨어러블을 통

참가자들은 실험기간 동안 3일 간격으로 5번의 반구
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를 통해 웨어러블 사용
과 행동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첫 번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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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의 배경조사를
위해 주관적 건강 인식, 행동개선 동기, 건강증진 행
동, 과거병증 및 기기 친밀도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
후 웨어러블을 사용하는 12일간 3번의 전화 인터뷰
를 진행하였으며, 웨어러블 사용 및 행동 변화에 대
해 간단히 조사하였다. 최종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웨어러블 지속 사용 여부 및 행동 변화에 대해 답변
하였다. 모든 인터뷰에서 웨어러블 및 앱을 통해 수
집된 활동, 수면, 식이데이터를 활용, 참가자들이 보
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경험을 묘사하도록 했다.

Table 1. 행동개선 5단계 명칭과 설명

2. 분석 방법
녹음된 모든 인터뷰는 모듈화 된 textual form으로
변환되었으며,
프레임워크
접근(framework
approach)를 통해 분석되었다.[7] 이는 최근 여러
헬스케어 연구에서 채택되고 있는 접근으로,
(1)Familiarization
(2)Identifying
a
thematic
framework (3)Indexing (4)Charting (5)Mapping and
interpretation의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행 동개선 단 계

설명

표현

1단계
Unawareness

건강 에 대 한 인 식이
낮고 동기 없음

“아프 지 않 으면 다 건강
한 거 죠”

2단계
Awareness

건강 증진에 대한
동기 있음

“몸이 예전 같지 않 아서
다이 어트 를 시 작했죠 ”

3단계
Quantified
Awareness

건강 을 수 량적으 로
인식 하며, 동 기가
있음

“걸음 수보 니까 충격 이었
죠. 진짜 안 걷는구 나가
느껴 졌어 요”

4단계
Preparation

구체 적 건 강증진
전략 과 계 획 세 움

“1200kc al 먹 고 녹색 음식
50% 이 상 먹 으려 고요”

5단계
Action

구체 적인 건강증 진
행동 을 실 제로 수행

“걸음 수 목 표를 채우 려고
버스 정류 장 한 정 거장
전에 내려 서 걸 어왔 어요”

참가자 중 일부는 수치로 표현되는 건강에 대한 데
이터를 보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일부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수면데이터 해석과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
들이 숙면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
었다. 이는 4단계와 5단계로의 변화는, 생활습관에
대한 단순한 수치 이상의 전문적 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프레임워크 접근에 따라, 녹음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모듈화한 후, 연구목적과 인터뷰 결
과를 토대로 8개의 코드를 제작하여 테마 프레임워
크를 도출하였다.1) 테마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모
든 참여자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
분류체계(typologies)를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2. 5가지 행동개선 유형

III. 결 과

10명의 참가자들은 웨어러블을 사용하며 행동개선의
단계들을 넘나들었는데, 이를 (1)행동개선 5단계와
(2)시간 축에 매핑한 결과 5가지의 유형이 발견되었
다.(Figure 1) 또한 유형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사용을 통한 (1)행동개선 5
단계(stage), (2)행동개선 유형 5가지를 도출하였다.
1. 행동개선 5단계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접근을 통해
도출한 행동개선 5단계는 다음과 같다.(Table 1) 이
는 건강 행동변화의 대표적인 모델인 초이론적 모델
(Transtheoretical Model)[8]과도 유사한 것이다.

Figure 1 . 웨어러블을 통한 행동개선 5가지 유형

행동개선 5단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경험이
나 동기 등에 따라 위치하는 단계에 차이가 있었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참가자의 경우에는 1단계인 Unawareness에 머
물렀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하거나 평소 건강관리를
하던 참가자의 경우에는 2단계인 Awareness로 파악
되었다. Unawareness 단계에서 시작한 참가자들은
기기가 제공하는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Awareness 단계로 변화했으며, 나아가서 Quantified
Awareness 단계로 이동하였다. 즉, 3단계까지의 변
화는 웨어러블 기기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다섯 가지의 유형은 동기유지형, 건강실천형,
건강각성형, 건강확인형, 관리포기형으로, 각 유형별
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이 정의된다.
・동기유지형: 웨어러블 사용 이전에 이미 병력 등
으로 이미 자기규율(self-discipline)이 이뤄져, 생
활 속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스스로 하는 유형
・건강실천형: 다이어트 등의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
해 자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이

1) 총 8개의 코드: contemplation, expectation, data check, data
interpretation, determination, preparatio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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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웨어러블을 통해 수량화된 인식으로의 전환
이 빨라 행동개선이 이뤄지는 유형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술
개입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병원에서 웨어러블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처
방(Data Prescription) 2)을 하기 위해, 환자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각성형: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웨어러블이 제공
하는 객관적 수치에 대한 충격으로 생활습관 개선
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유형
・건강확인형: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의 건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불안감을 갖는
상태에서, 웨어러블이 제공하는 객관적 수치를 통
해 행동개선이 불필요함을 인지하게 된 유형

본 연구에 대해 짧은 연구 기간과 한정된 데이터 종
류에 대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12일이라는 짧은
기간은 행동개선의 장기적인 측면을 살피기에는 충
분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활동, 수면, 식
이데이터 세 가지를 통해서만 관찰하였는데, 다른 생
활습관 관련 데이터 종류를 결합할 경우 새로운 측
면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생활습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간 동안 정
밀한 관찰을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관리포기형: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 관련 없이,
사회적 환경의 제약 등으로 건강관리를 포기하게
되는 유형으로, 웨어러블이 주는 수량적 건강정보
만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유형
분석 결과, 위와 같이 정의되는 행동패턴에 차이를
불러오는 4가지 요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건강증진 동기, 주관적 건강인식
이 있었으며, 기기적 요인으로는 웨어러블 기록 확
인, 웨어러블 호감도가 발견되었다. 특히 건강각성형
을 통해 기기적 요인이 행동개선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건강각성형의 경우 건
강증진 동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호감도가 높은 상태에서 웨어러블 기록을 매일 잦은
빈도로 확인한 결과 행동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졌
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기기적 요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동기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도 행동개
선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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