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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여대생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분석,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여대생에게 맞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S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건강관리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된 게시글 2,457건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게시글과 댓글 데이터를 전처리한 뒤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건강관리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여대생들의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포스팅에 대해 바이그램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여대생들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파악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develop wearable devices suitab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for wearable devices
and their needs for health care using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techniques.
To this end, 2,457 posts related to health care and wearable devices were collected from
the community used by S Women’s University students. After preprocessing the collected
posts and comment data, LDA-based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Through topic modeling
techniques, major issu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health care and wearable
devices are derived, and bi-gram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are performed on posts
containing related keywords to understand female college students’ views on wearab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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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 바이그램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웨어러블
기기에 관한 여대생들의 인식 및 건강관리에

국내 대학생들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장
래에 대한 불안,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화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되고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 긴장 상
태를 유발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보

2. 선행연구

다는 여학생들이 우울의 유병률이 높아(심은
정, 2016) 여대생의 우울은 중요한 건강 문제라
고 할 수 있다(송영은, 김창환, 2014). 또한 신
체활동은 그 수준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

2.1 여대생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Acree et al.,

오늘날 대학생들은 학자금 부채, 미래에 대

2006),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

한 불안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환경 변화 등

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조건에 직면해 있

매우 중요하다.

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과 우

최근 소비자들의 예방중심 웰니스(Wellness)

울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장애가 되었

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자기 건강 데이

다(Mokhtari et al., 2012). 대학생들의 이러한

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건강을 관리하려

건강 문제는 여대생에게 다수 발병하고 있으며

는 ‘Quantified-self'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Bernhardsdottir & Vilhjalmsson, 2013) 여

(Giannakos et al., 2020). 이러한 트렌드에 발

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 수준도 낮게 나타

맞추어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났다(Jeoung, Hong, & Lee, 2013; Yeun &

기술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Jeon, 2015).

Technologies) 기술의 발전으로 웨어러블 디바
이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정신건강과 신체활동은 유의미한 관계
에 있으며,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여성은 거의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으로, 운동량, 심전도,

매일 운동하는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우울증

심장박동, 수면 등의 여러 형태의 생체 정보를

의 확률이 3배 증가할 만큼 낮은 활동성과 열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웨어러블 기기 중

악한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었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피부)에 밀착한 웨어러블

(Grasdalsmoen et al., 2020). 반대로 학생들이

기기로서 다른 기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우울증세를 덜 느낀 것으

정보를 측정해 제공한다.

로 밝혀졌다. 우울증 뿐 아니라, 해당 연구결과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정신건강 증진

신체활동과 모든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음

을 위한 규칙적인 신체활동 함양에 도움이 되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신

고자 여대생의 맞춤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정신건강 뿐 아니라 다

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표로 토픽모델링 기법

양한 신체적 건강도 함양할 수 있다(Herber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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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0). 이란 이스파한 대학교의 여학생을 대

진을 위해 여대생의 니즈(Needs)를 온전히 반

상으로 6주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심

영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개발되어있지 않다.

혈관 강도와 BMI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함양

꾸준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여대생이 겪고

시켰다는 연구 결과이다(Ghorbani et al., 2014).

있는 여러가지 정신건강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규

도움이 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꾸

칙적으로 운동할수록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

준한 신체활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을 미쳤다(Jeoung, Hong, & Lee, 2013). 따라

서 여대생 맞춤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개발할

서, 여대생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긴장 상태를

가치가 충분하다.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활동을 적극 권장
할 필요성이 있으며, 체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3. 연구방법

을 기를 수 있는 신체활동 위주로 진행할 시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Jeoung,
Hong, & Lee, 2013).

2.2 웨어러블 디바이스

3.1 데이터 수집
최근 대중들의 특성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에
구전을 의미하는 후기나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정신건강의 긍정적 개선을 위해 규칙적인 신

대한 게시글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ite,

체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하 SNS)가 큰 영향력을 미치며, 개인 간의

가 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Patel, Asch, &

소통 역시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Volpp, 2015). 개인의 여러 가지 생체정보 측

있다(신성연, 2020). 특정 주제나 기관에 대한

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폰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용하여 자신이 소비했던 음식이나, 하루 운

SNS의 게시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

동한 시간과 거리, 잠자는 패턴 등의 라이프 로

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박태연, 오효

그(Life Log)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이

정, 2020). SNS를 분석하는 것은 여대생의 특

를 활용하도록 한다면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정 주제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유의미한 방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함양 효과도 기대

법이다.

할 수 있다(Nelson et al., 2016; Patel, Asch, &
Volpp, 2015).

본 연구는 건강관리와 웨어러블 기기에 관해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용자의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S여자대학교 재학생만 사용 가능한 커뮤니티

다음 생리일과 임신 가능 시기를 예측하는 여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건강관리 및 웨

성의 생리 주기 추적까지 가능한 웨어러블 워

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해 여대생이 가지고 있는

치가 나옴으로 건강관리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니즈 파악’이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데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성의 신체활동 증

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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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

댓글 887건으로 모두 2,457 건의 텍스트 데이터

해 도출된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 ‘댓글’을

를 수집하였다. 동일한 포스팅에 키워드가 중복

수집하였다. 키워드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게

될 경우, 1개의 데이터로 처리하였고, 전처리 과

시글을 수집하기 위한 목록과 ‘웨어러블 디바

정을 거친 후 도출된 말뭉치(VCorpus) 데이터

이스’ 관련 게시글을 수집하기 위한 목록으로

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분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된 키워
드 상세는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웨어러
블 관련 키워드는 적합한 게시글 검색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브랜드명 위주로 선정하

3.2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분석 프로세스는 다
음 <그림 1>과 같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는

였다.

모두 R Studi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표 1> 건강관리 게시글 수집을 위해 사용된
키워드 목록
카테고리
건강
스트레스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건강, 건강 관리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전처리 단계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문자, 자음, 모음 위주 표현 등의
분석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명사를 추출하여 키워드화 한
후 불용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

식사

식사, 섭식, 끼니

우울

우울, 우울감, 우울증

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 중 잠

생리

생리, PMS

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다이어트, 섭식

LDA)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topicmodels 패키

자존감

지에서 제공하는 collapsed gibbs sampling 기

다이어트
자존감

법을 통해 토픽을 도출하고 각 토픽 별 핵심 키
<표 2> 웨어러블 디바이스 게시글 수집을
위해 사용된 키워드 목록
카테고리
핏빗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워드를 선정하였다. 토픽 수 결정은 도출된 토
픽들의 해석가능성과 타당성도 및 연구질문과
관련된 유용성에 따라 달라지기에(윤지은, 서

핏빗, fitbit

창진, 2018) 해당 연구에서는 토픽 수를 3개에

샤오미 밴드, 샤오미 워치, 샤오미 시계,
샤오미 스마트, 미밴드

서 7개까지 설정하여 분석하고 5개가 가장 유

애플

애플워치, 애플와치

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삼성

갤럭시 워치, 갤럭시 핏, 갤럭시 액티브,
갤럭시 기어, 삼성 워치,

이후 각 토픽별 키워드와 토픽 레이블 간의 관

샤오미

스마트 워치 스마트 워치

계가 적합한지, 토픽 레이블이 각 토픽을 설명
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살핀 후 토픽 명을 설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결과 제목과 ‘내용’을 포함한 ‘건강관리’

주제별로 분류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바이그

게시글 1,570건, ‘웨어러블 디바이스’ 게시글 및

램 분석(Bigram Analysis)을 진행하여 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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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분석 흐름도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이외에도 각 주제별
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연도별 토픽 등장
추이도 같이 실시하였다.

3.2.2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Bigram
Network Analysis)
Social Network Site(SNS)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
석 및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결합한

3.2.1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

연구들은 최근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픽 모델링(Topic

(Haupt et al., 2021; Zhong & Liu, 2021). 한

Modeling)은, 비정형 방대한 문서의 단어들을

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형태소 분석 방법 중,

분석하여 문서 안에 숨어있는 주제(theme)들

통계 기반 접근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

을 찾아내고, 각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

모형은 N-gram 모형이나 은닉마르코프 모형

었는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hidden Markov model)이다(이승욱, 이도길, 임

를 분석하는 통계기반 방법론이다(윤지은, 서창

해창, 2008).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바이그램 네트

진, 2018). 특히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

워크 분석이란, 확률적 언어모형인 N-gram 알고

하 LDA) 기반한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자료

리즘 중 연속된 단어 묶음을 추출하여 분석한 바

에서 잠재적인 토픽(Latent topic)인 대표 키

이그램 모형을 사용하여 의미연결망(Network)

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를 통해 주제를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때 N개의 연속된

정의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동향 파악을 위한 연

요소는 문자 단위 또는 단어 단위로도 추출할

구(박자현, 송민, 2013; 정영주, 김혜진, 2020),

수 있으며 N값이 2일 때 바이그램이라고 부른

또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한 연구에 많이 사

다(김민정, 2020). 본 연구에 사용 된 바이그램

용되고 있다(윤지은, 서창진, 2018).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의 방법 중 하나로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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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성이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trigram 사용 시 텍스트 리뷰 분석에서 bigram
을 사용했을 때 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4.1 건강관리 게시글 분석 결과

도 있었으며(Tiffani, 2020), 실제로 본 연구에

여대생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

서도 원본 데이터의 내용분석을 위해 trigram

파악을 위해, S여자대학교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시각화한 그래프의 경우, bigram을 사

사전에 선정된 건강관리 관련 키워드(<표 1>

용한 그래프보다 무의미한 단어의 등장으로 네

참고) 검색을 실시한 결과 2020년 7월 1일부터

트워크가 복잡해지고 내용 확인이 어려웠기 때

2021년 5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총 1,570건의

문에 bigram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LDA

바이그램을 활용한 연구는 유니그램, 바이그램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샘플링 반복 횟

트윗을 위한 SVM(Support Vector Machine)

수를 60,000번으로 설정하여 산출된 분석 결과

기반 감정 분석 방법(Geetha & Kaniezhil, 2018)

는 다음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총 5개의

이나 COVID-19 발병 기간 동안 클러스터링을

주제 토픽 클러스터(cluster)가 산출되었고, 토

사용한 트위터 데이터 분석(Arpaci et al., 2020)

픽 내에 차지하는 가중치 높은 키워드들을 중

과 같이 SNS와 같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

심으로 토픽/주제를 명명하였다. 도출된 5개의

터에서 그 내용을 예측,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상위 토픽은 ‘우울’, ‘다이어트’, ‘생리’, ‘자존감’,

하기 위해 쓰인다.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각 요인들의 개념을 살

특히, LDA 기반 토픽 모델링 기법의 특성상

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떠한 주제의 논의

첫째, ‘우울’의 경우 우울함의 원인과 우울함

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과 함께 여대생이 겪는 증상으로 구성된다. 우

만, 각 토픽(주제)별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은

울의 원인은 생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

오로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에 기반하여 연구

눌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생리’, ‘호르몬’

자가 추론해야만 한다. 이때 각 토픽의 핵심적

은 생리적 원인이며, ‘장학금’, ‘시험기간’, ‘SNS’,

인 특징을 드러내는 소수의 키워드만으로 각 토

‘부모님’은 사회적 원인이다. 우울과 함께 ‘무기

픽에서 여대생 이용자들의 인식과 니즈(Needs)

력’,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을 겪는 것을 확

를 상세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

인하였다.

에서는 LDA 기반 토픽 모델링으로 얻어낸 여

둘째, ‘다이어트’ 요인은 다이어트의 섭식과

대생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담론 안

관련된 토픽인 ‘섭식’과 섭식 이외의 다이어트

에서 어떠한 요구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피

관련 담론인 ‘기타’로 구성된다. ‘섭식’ 토픽의

고자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도입하

경우 주요 단어로 ‘탄수화물’, ‘군것질’, ‘자극적’,

였다.

‘밀가루’ 등의 단어가 관찰되었으며, ‘기타’ 토
픽에서는 ‘몸무게’, ‘건강’, ‘칼로리’, ‘보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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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관리 게시글 LDA 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
Topic/Theme

우울

다이어트

생리

자존감

스트레스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생리

0.00388

무기력

0.03786

호르몬

0.00583

우울증

0.06311

장학금

0.02816

우울감

0.00777

시험기간

0.00388

불안증

0.00874

불면증

0.00874

SNS

0.01349

부모님

0.01845

샐러드

0.02448

자극적

0.00755

탄수화물

0.00661

밀가루

0.00565

군것질

0.00755

몸무게

0.01412

보조제

0.01036

과체중

0.00755

영양제

0.01883

정상체중

0.01036

칼로리

0.00471

생리통

0.08961

피임약

0.01421

생리대

0.02514

PMS

0.01311

진통제

0.01093

산부인과

0.00328

인간관계

0.02236

코로나

0.02343

대외활동

0.02769

마스크

0.01921

동아리

0.01811

무기력

0.06283

학교

0.04899

열등감

0.01171

자격증

0.02236

우울증

0.06923

여드름

0.02015

층간소음

0.00671

배란기

0.01248

부모님

0.03647

대학교

0.01344

마스크

0.01727

자취

0.02015

같은 단어가 등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요

넷째, ‘자존감’은 자존감 하락의 원인과 하락

인은 ‘여대생의 다이어트에 관한 담론’을 표현

시 겪는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존감 하락

하고 있다.

의 원인은 ‘인간관계’, ‘동아리’, ‘학교’ 등 사회

셋째, ‘생리’는 생리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이

적 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존감 하락 시

포함된 토픽인 ‘생리’이다. 해당 토픽의 키워드로

‘무기력’, ‘열등감’, ‘우울증’을 겪는 것을 확인하

는 ‘생리통’, ‘생리대’, ‘진통제’, ‘배란기’, ‘PMS’

였다.

등이 관찰되었다. 토픽 내부에는 생리 기간의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련 요인은 스트레

증상인 ‘생리통’, ‘PMS’와 생리 관련 물품 ‘피

스를 야기하는 생리/사회적 원인으로 이루어져

임약’, ‘생리대’ 등 전반적으로 여대생의 생리와

있다. 생리적 원인으로 ‘여드름’, ‘배란기’ 등의

관련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어가, 사회적 원인으로는 ‘층간소음’,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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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의 단어가 등장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 앞선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4.2 웨어러블 디바이스 게시글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겪

4.2.1 Topic Modeling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대생들의 정신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게시글 분석을 위해,

장애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할 수 있

샘플링 반복 횟수 5000번으로 설정하여 LDA 기

었다.

법을 실행하였고, 산출된 분석 결과는 <표 4>와

<표 4> 웨어러블 디바이스 LDA 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
Topic/Theme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보조기기에 대한 담론(Device)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디자인에 대한 담론(Design)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담론(Usage)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담론(S/W)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담론(H/W)

Keyword

Frequency

아이폰
아이패드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이어폰
스페이스
그레이
알루미늄
에르메스
스테인리스
에디션
운동용
가성비
스트레칭
핸드폰
관상용
헬스
심박수
만보기
운동량
수면패턴
칼로리
인터넷
블루투스
배터리
셀룰러
GPS
AOD
심전도

0.0736
0.0481
0.0339
0.0169
0.0141
0.0113
0.0847
0.0762
0.0593
0.0508
0.0211
0.0127
0.0295
0.0258
0.0184
0.0774
0.0111
0.0111
0.0929
0.0223
0.0223
0.0185
0.0111
0.0111
0.0144
0.0216
0.0324
0.0144
0.0108
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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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토픽 수는 해당 커뮤니티에 웨어러블 디

또한, 데이터 수집 기간(2016년 1월 1일~2020

바이스 관련 게시글이 처음 올라온 2016년 1월

년 12월 31일)동안 5개 토픽의 연도별 논의의 정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수

도를 확인하고자 연도에 따른 토픽별 빈도분석

집하여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관련 쟁점을 최

을 실시하였다(<그림 3> 참조). 빈도분석 결과와

대한 잘 드러나도록 토픽 수를 4개부터 7개까지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토픽 수 5개가 가장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웨어러블 스마트워

그 특성을 잘 드러내고, 해석상 유의미한 것으

치의 보조기기에 대한 담론(Device)’은 2017년

로 판단되었다. 토픽 내에 차지하는 가중치 높

부터 논의가 점차 활발해져 2020년까지 관심이

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명명하였고, 5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 가장 많은

개의 토픽은 1)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보

활용하는 기기에 대한 담론(Device)’, 2) ‘웨어러

조기기에 대한 담론(Device)’의 경우 총 6개의

블 스마트워치 디자인에 대한 담론(Design)’, 3)

핵심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아이폰’, ‘핸드폰’,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담론

‘아이패드’, ‘노트북’, ‘카메라’, ‘이어폰’이 도출

(Usage)’, 4)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소프트웨어

되었다. 해당 담론은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자

기능에 대한 담론(S/W)’, 그리고 5) ‘웨어러블 스

체적 기능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

마트워치의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담론(H/W)’이

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전자기기에 대

다. 토픽별 핵심 키워드의 가중치 분포를 파악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시각화 하였다.

과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워치와 함께 사

<그림 2> 토픽별 핵심 키워드의 가중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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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웨어러블 디바이스 토픽별 빈도분석

용되는 기기들이며 이를 살펴보면 스마트폰(키

관련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워드: ‘아이폰’, ‘핸드폰’)의 비중이 가장 크며,

세번째로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사용방법

이후 ‘아이패드’, ‘노트북’, ‘카메라’, ‘이어폰’ 순

에 대한 담론(Usage)’의 경우 총 6개의 핵심

으로 관심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핸드폰’이 가장 큰

두번째로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디자인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운동용’, ‘가성

담론(Design)’의 경우 총 6개의 핵심 키워드로

비’, ‘스트레칭’, ‘헬스’, ‘관상용’이 있다. 해당 토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이스’, ‘그레이’, ‘알루미늄’,

픽에서는 두 가지 양상의 사용방법을 관찰할 수

‘에르메스’, ‘스테인리스’, ‘에디션’이 있다. 각 키

있다. 첫째,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트레이닝,

워드는 공통적으로 여대생 이용자들이 스마트워

운동에 활용되는 경우(키워드: ‘운동용’, ‘스트

치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

레칭’, ‘헬스’)이다. 둘째, 휴대폰으로 충분히 대

음을 드러낸다.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도 ‘스페이

체가 가능하여 기능적 가치가 떨어지거나(키워

스’, ‘그레이’와 같은 키워드의 등장은 이들이 색

드: ‘핸드폰’, ‘가성비’), 단순히 패션 아이템으

상의 영역에 대한 담론이 주로 형성되고 있음을

로 사용하는 경우(키워드: ‘관상용’)이다. 결과

의미하며, <그림 2>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디자인

적으로 여대생들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사용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방법은 운동의 유무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뉘고

로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와 같이 재질에 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에르메스’, ‘에디션’은

네번째로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소프트웨

스마트워치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에디션’과

어 기능에 대한 담론(S/W)’의 경우 총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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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심박수’가 가장

Usage, S/W, H/W)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운동

과 요구사항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바이

량’, ‘만보기’, ‘수면패턴’, ‘칼로리’, ‘인터넷’ 키

그램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워드가 도출되었다. 이를 보면 여대생 이용자
들은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기능 중 심박수
측정, 운동량 측정, 걸음수 측정, 칼로리 측정

1)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보조기기에 대한
담론(Device)

(키워드: ‘심박수’, ‘운동량’, ‘만보기’, ‘칼로리’)

여대생 이용자들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와

과 같은 주로 운동을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함께 활용되는 보조기기 기기에 대한 인식을

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바이그램 네

수면패턴 측정 기능과 인터넷 연결 기능(키워

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

드: ‘수면패턴’, ‘인터넷’)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림 4>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루고 있으며 토픽모델링 결과 등장한 핵심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하드웨

키워드 6개(‘아이폰’, ‘아이패드’, ‘핸드폰’, ‘노

어 기능에 대한 담론(H/W)’의 경우 총 6개의

트북’, ‘카메라’, ‘이어폰’, <표 4> 참조)가 중심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셀룰러’가 가장

노드(central node)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심전도’,

핵심 키워드인 메인노드(main node)와 그 자

‘블루투스’, ‘GPS’, ‘AOD(Always on Display)’

식노드(child node)를 살펴보면 키워드별로 어

가 그 뒤를 이어 도출되었다. 여대생 이용자들이

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하고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하드웨어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

기능도 소프트웨어 기능과 유사하게 운동과 관

치의 연결이 긴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노트북’

계되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심박수를 측정과

이나 ‘핸드폰’과 같은 기기들도 애플워치와 함

긴밀하게 연관된 ‘심전도’나 운동 중 현재 위치

께 중심노드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보조기기로

를 측정하는 ‘GPS’ 운동 중 사용할 수 있는 배터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리의 양(키워드: ‘배터리’)과 같은 키워드가 토

아이폰, 아이패드의 사용자가 애플워치에 많은

픽 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원본 데

에도 기타 기기와의 페어링 기능(키워드: ‘블루

이터인 게시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조기기에

투스’)과 메신저의 즉각 답장 기능(‘셀룰러’), 그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을

리고 상시 화면 확인 기능(키워드: ‘AOD’)에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맥북 써보면 어때? 내가 아이폰, 아이패드,

4.2.2 Bigram Network Analysis

애플워치 쓰는데 이 셋이 동기화 되면서 주는

LDA 기반 토픽모델링으로 산출된 웨어러블

편함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노트북 바꿀 때

스마트워치 관련 토픽 안에서(Device, Design,

맥북 살까 생각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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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보조기기에 대한 담론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쓰는데 갤럭시워치
쓰면 페어링 안좋겠지?”
∙“아이패드, 맥북, 아이폰 쓰는데 애플워치까지
사고 싶어졌어.”
∙“애플워치 사면 아이폰이랑 연동 잘 되는지
걱정했는데 써보니까 좋다.”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인 핵심 키워드(‘스페이스’, ‘그레이’, ‘알루
미늄’, ‘에르메스’, ‘스테인리스’, ‘에디션’)들이
가중치가 가장 높은 중점 노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르메스’ 가 중
점 노드인 ‘에디션’ 관련 네트워크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페이스그레이’가 중점 노드인

이를 통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같

재질 및 색상 관련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은 브랜드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선호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 디자인의 담론은 색상

동일한 브랜드 전자기기들과의 페어링, 데이터

(‘그레이’, ‘실버’, ‘골드’), 재질(‘알루미늄’, ‘스

공유 가능 여부를 중요시하는 것이 파악됐다.

테인레스’), 에디션(‘에르메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질은 디바이스

2)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디자인에 대한 담론
(Design)
다음으로 <그림 5>를 통해 여대생 이용자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디자인에 대한 담론’을

의 모델, 버전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논의가
다수 거론되고 있으며, 에디션의 경우 기간 한
정 및 기타 디자인적 부분(로고 등)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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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디자인에 대한 담론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결과

원본 데이터인 게시글에서도 아래와 같이 디
자인 관련된 담론이 발견됐다.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의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이스 그레이가 색은 정말 예뻐. 이번에
처음이라 알루미늄으로 시작하려고. 혹시나
잘 안 쓰게 될까봐.”

3)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담론(Usage)

∙“애플워치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중에

여대생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이용자들의 사

서 뭐가 나을까? 알루미늄으로 할 건데 스페이

용방법에 대한 담론 바이그램 분석 결과는 <그

스 그레이가 제일 무난하려나? 평소에 출근

림 6>과 같다. 해당 네트워크는 핵심 키워드를

시 비즈니스 캐주얼 주로 입고 회색, 검정색,

중점노드로 각각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남색, 무채색, 레드 주로 매치 하는 것 같아.”

이용자들의 사용방법은 크게 운동용, 관상용

∙“나 실버 샀는데 나 다른건 다 스페이스 그레이

으로 나뉜다. 운동용의 경우 헬스, 스트레칭이

인데 애플워치는 실버가 훨씬 예뻐 보이더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반면, 관상용의

줄 바꾸기도 좋고.”

경우 핸드폰, 알람, 전자시계의 단어가 자주 등
장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웨어러블 스마

여대생 이용자들에게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트워치를 운동용으로 사용할 경우 헬스, 스트

의 디자인으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도

레칭 등 주로 몸을 움직일 때 자주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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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담론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음을 알 수 있다. 관상용으로 분류되는, 운동 이

용’, ‘도움’, ‘걸음수’, ‘일어나다’의 단어들이 서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로 핸드폰의 알람

로 연관 되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를 토대

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용도, 전자시계의 용도

로 원본 데이터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웨어러

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신체활동량이 증가하

원본 데이터 게시글에서도 이용자들의 사용

였다는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방법에 대한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워치 쓰면 운동관리 해 줘서 조금 더 움직
∙“나는 운동 거의 안 해서 애플워치는 그냥 관상
용 전자시계일 뿐이야.”

이게 되는 것도 있어.”
∙“Fitbit이라고 헬스케어 하는건데 운동체크,

∙“난 거의 운동용, 수면확인용. 그리고 사무실

칼로리 체크하고 움직임 없으면 진동으로 윙윙

에서 핸드폰 잘 안봐서 핸드폰 알림 확인용”

거려. 그거 때문에 더 움직이게 되더라고.”

∙“나 이번에 헬스장 등록했는데 애플워치 고민

∙“애플워치 사용하면 장점 중 하나로 일상적인

중이야. 이전에도 수영 가끔 하고 러닝도 종종

움직임이 늘어나는 거. 물 마시라고 알려주고,

했거든. 운동용으로 잘 쓸 수 있을까?”

움직임이 없다고 스트레칭 하라고 알려주고
하니까 안 쓸때보다 조금 더 움직이게 되더라.”

특히,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사용방법 담론

∙“워치가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하고,

주제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스트레칭’, ‘운동

심호흡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상적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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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늘어나고, 운동하는 것도 링 채워지는 것
때문에 더 하게 되더라.”

지고 뿌듯함도 얻어.”
∙“일단 워치 구매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이 되었어.”

또한, ‘관상용’, ‘건강’, ‘운동’의 단어들이 네
트워크 분석 결과 서로 연관이 되어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본 담론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웨

4)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담론(S/W)

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나서 건강이 증진

여대생 사용자들의 스마트워치의 소프트웨

되었다는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어 기능에 대한 바이그램 분석 결과는 <그림 7>

다음과 같다.

과 같다. 해당 네트워크는 칼로리, 만보기, 심박
수, 운동량 키워드 클러스터가 서로 연결되어

∙“워치를 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운동이 습관이 되는 삶.”
∙“운동 동기부여가 돼서 좋아. 운동 일주일에
3번이상 하고. 건강해졌어.”
∙“애플워치 원 채우는 재미에 운동하고 건강해

있으며, 인터넷, 수면패턴 키워드 클러스터가
추가로 연결되어 있다.
해당 바이그램 분석 결과, 사용자들은 스마
트워치의 소프트웨어 기능에 관하여 주로 심박
수 측정 기능과 수면패턴 측정 기능에 관해 다

<그림 7>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담론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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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논의를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심박수

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임이 관찰되었다.

기능의 경우 걸음수, 운동량, 도보수 측정 기능
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프
트웨어 기능이 거론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

5)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담론(H/W)

만보기, 타이머, 칼로리 측정 기능이 이에 해당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하드웨어 기능에 대

한다. 본 결과는 앞서 살펴본 스마트워치 사용

한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8>과

방법에 대한 담론(Usage)의 결과와도 연관지

같다. 우선 ‘심전도’와 ‘aod’를 중심노드로 하는

을 수 있다. 스마트워치를 운동용으로 활용하

네트워크와 ‘셀룰러’와 ‘gps’를 중심노드로 하

는 사용자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소프트웨

는 네트워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배

어 기능이 심박수 측정, 도보수 측정, 걸음수 측

터리’를 중 및 ‘블루투스’를 중심노드로 네트워

정, 운동량 측정 등이며, 운동을 하지 않는 사용

크가 구성되어 있다.

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스마트워치의 소프트

우선 심전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심전도 데

웨어 기능은 인터넷 기능, 핸드폰 알림 기능으

이터와 측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워치의 수면패턴 측

알 수 있다. 해당 토픽에서 핵심으로 등장한 하

정 기능의 경우 양측 사용자 모두 관심을 가지

드웨어 기능 6가지 중(심전도, AOD, GPS, 셀

<그림 8>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담론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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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 블루투스, 배터리) 심전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하드웨어 기능은 심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전도 데이터

박수 측정이다. 심박수 측정 기능은 운동을 하

자체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측정 방법에 대한

는 대다수의 여성 이용자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배터리에 대한 논의

주로 러닝, 수영과 같은 종목의 운동과 함께 활

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네트워크를 살

용하는 기능이다. 심박수 측정 기능과 GPS 측

펴보면 배터리 개선, 배터리 걱정, 배터리 충전

정 기능을 다른 운동 측정용 어플리케이션과

(기)이 자주 등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

함께 활용하여 스스로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은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배터리 지속시간 및

자 하는 욕구가 다수 관찰되었다.

충전시간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셀룰러 기능

5. 결론 및 제언

의 경우 애플워치 기본 제공 기능이 아닌 추가
옵션 기능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
기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해당 기능에 대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국내 여대생들이 느끼

한 필요성이 다수 논의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는 다양한 정신 건강문제의 원인을 도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AOD, GPS 기능이 웨어러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부로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하드웨어 기능 중 자주 언급되는

디바이스에 관한 여대생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토픽모델링 기법과 바

게시글 데이터에서도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네트워크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담론을 확인할

를 위해 S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의 신원이 보장

수 있다.

되는 커뮤니티에서 건강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게시글을 각각 1570건, 887건 모두 2,457

∙“심전도 체크 해 보고 싶어. 심전도 데이터

건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각 분석기

측정해서 자동으로 공유되게 하는 기능인데

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

됐으면 좋겠다.”

였다.

∙“AOD 기능은 살 때 제일 기대했는데 스쿼트

1,570건의 건강관련 텍스트 데이터를 LDA

할 때 얼마나 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해서 편하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

더라.”

울’, ‘자존감’, ‘스트레스’는 별개의 토픽으로 분

∙“나 애플워치 쓰는데 후회되는게 가득 충전하

류될 만큼 여대생 사이에서 담론이 활발하였다.

면 1.5일 정도 가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아.”

분석결과, 여대생들이 겪는 정신건강문제의 주

∙“GPS로 운동경로도 보여주는 거 같은데 피트

요 원인으로는 ‘학업’, ‘가족관계’, ‘SNS’와 같은

니스 트래커처럼 쓸 수 있나?”
∙“나 러닝이랑 수영 주로 하는데 애플워치로
심박수 측정할 수 있나?”

사회적 요인과 ‘생리’, ‘섭식태도’와 같은 생리
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우울감’의
경우 ‘무기력증’, ‘불안증’, ‘불면증’이 함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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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자존감 하락’ 증상에는 ‘열등감’도 같이

활동 촉진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여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대학생

연구한 논문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신체

들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을 보이며, 여대

활동을 촉진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효능을

생의 우울감이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확인

(송영은, 김창환, 2014; 심은정, 2016)와 일치

한 논문들은 대부분 5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

한다.

로 신체활동, 특히 걸음 수를 늘리기 위해 웨어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상의 유의미한 관계

러블 디바이스가 활용된 경우였는데, 유의미한

는 여러 연구들로 증명되었다. 대학생의 정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Kurti와 Dallery(2013)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촉진

에 의하면 50~71세 사이의 성인 12명의 보행

을 고려해야 한다(Vankim & Nelson, 2013).

을 증가시키기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

Bhochhibhoya et al.(2014) 의 연구에서도 신

하였으며 그 결과 11명의 보행수가 증가하였

체활동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한 참가자가 신체

다.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신체활

활동수준이 낮은 참가자에 비해 정신건강 점수

동 촉진기능을 학생에게 적용하여 유의미한 결과

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Wu et al.(2015)가 중

를 얻은 연구도 존재한다. Washington, Banna,

국 학부생에게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Gibson(2014)에 따르면 대학생 11명에게 웨어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연구에 의하면 높은 신

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게 하고 실험을 실시한

체활동을 보인 학생일수록 불안, 우울증, 정신

결과, 참가자들의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였다.

병리학적 증상과 유의미하게 부정적 관계를 보

신체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대생에게 웨어

였다. 또한 낮은 신체활동은 정신건강이 악화

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한다면 일련의 연구

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Melnyk

결과에 의거하여 여대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

et al.(2013)의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

결할 수 있다.

기 위한 그룹간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크게 증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본 연구 분석 결

가시킨 그룹의 학생들에게서 우울 및 불안 증

과에서도(3.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사용방법

상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에 대한 담론(Usage) 참조) 웨어러블 디바이

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

스를 활용하여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다는 데

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

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디바이스를 사용하

를 위해 신체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고 나서 건강이 증진되었다는 데이터도 확인되

반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일상생활에서 웨

었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신체활

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일반인의 비중은

동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증가하고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여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하였

되고 있다(Teixeira et al., 2021). Coughlin과

다. 이는 곧 여대생 맞춤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Stewart(2016)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신체

개발을 위한 인식 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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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대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규칙

심을 보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단순히 생활보

적인 신체활동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여대생

조기구로 활용하였으며 핸드폰 알림확인, 수면

맞춤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의 가이드라인

패턴확인 기능에 집중했다.

을 제공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논

대생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대생들의

의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나뉘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인식은 크게 ‘웨어러블

어 관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대생들 사이

스마트워치의 보조기기(Device)’, ‘웨어러블 스

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마트워치의 디자인(Design)’, ‘웨어러블 스마트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웨어러블 디바이

워치의 사용방법(Usage’,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스의 소프트웨어 기능’ 관련 담론에서 운동보

의 소프트웨어 기능(S/W)’, 그리고 ‘웨어러블

조기구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여대

스마트워치의 하드웨어 기능(H/W)’으로 나뉜

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운동 관련 지표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기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와 함께 활용하는 보조

능으로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기기’ 관련 담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웨어러블 디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제이다. 여대생

바이스가 신체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나의 독립된 기기

있음을 증거 한다.

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자기기들과 연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기능’ 관련

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담론을 통해 러닝, 수영과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한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은 기타

주로 하는 여대생들이 심박수 측정 기능에 많

기기와 동일한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선호하

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박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 기능과 GPS 측정 기능을 다른 운동 측정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디자인’ 관련 담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스스로의 건강 정보

은 여대생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적 측

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도 관찰하였다. 추가

면 뿐 아니라 디자인적 측면도 주목하고 있음

적으로 비효율적인 배터리 성능으로 인한 잦은

을 시사한다. 해당 논의는 2019년에 급증하였다.

충전과 수면 패턴 측정 시 디바이스를 상시 착

여대생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자인 선호

용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확인

도와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도, 구매 욕구는 양

하였다.

의 관계를 띄고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진행된 텍스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사용방법’ 관련 담론

트 마이닝을 통한 여대생의 요구 및 인식 조사

에서는 여대생들의 디바이스 사용방법은 크게

에 그친 점을 보완하여, 여대생 대상으로 웨어

운동용과 관상용으로 나누어 관찰 되었다. 전자

러블 디바이스를 직접 착용하여 일정 기간 활

는 운동보조기구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

동한 결과를 함께 분석하는 사용성 평가 방식

며 칼로리, 심박수, 걸음수 측정 기능에 많은 관

을 병행하여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148

정보관리학회지 제38권 제4호 2021

하고자 한다.

안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여대

스 활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

생의 건강 관련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식과

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여대생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

인식을 5가지 주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국내 여대생

보았다는 점에서 여대생의 요구사항을 온전히

의 정신건강 문제를 여대생의 관점에서 분석하

반영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

여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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