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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

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로[1], 국내 치매 환자 수 또한 2015년 65만 명

에서 2018년 10만 명이 증가한 7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이것은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이 2015년 9.8%에서 

10.16%, 2050년에 15.1%로 증가할 것이고, 노인 7명 가운데 1명꼴로 치

매환자가 되는 셈이다. 치매 유병률 증가로 국내 치매관리비가 2015년 

약 13조 2,000억 원에서 2050년 16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나 치매관련 

경제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세계보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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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세계 보건 문제 중 치매

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가족을 위한 지지적 개입과 연관된 연구를 강

조하였다[3].

국가에서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3차까지 수정 .보완하여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에서부터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까

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였

고, 치매관리를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곳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

해 오고 있다[4].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치매환자 돌봄에 참여하는 가족은 

스트레스가 많으며[5], 이는 우울증, 불안 및 절망감, 부양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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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사회적 문제 유발로 이어져 치료가 요구되기도 한다[6]. 장기간 

돌봄에 노출된 치매환자 가족들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치매 

노인 돌봄을 힘들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은 치매가족협회, 중앙치매센터, 상

담콜 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여러 공 기관과 민간 기관

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개인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편차가 크다[7]. 치매환자가족은 대부분 컴

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앱(App)을 통해 다

른 사람들과 소통한다[8]. 구글(google)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1인당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57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압도

적으로 높은 수치이다[9].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활발한 모바일 활용으

로 건강증진 및 관리와 관련된 앱 개발이 증가하여 시간과 장조 제약 

없이 건강관리에 활용되고 있다[10]. 

따라서 치매환자가족이 치매의 질병과정과 환자의 이해를 돕고 긍

정적인 돌봄 경험을 제공하고자 대상자의 선호도, 요구도를 반영하여 

치매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관리절차와 치매환자의 돌봄 방법의 정보

지원, 가족의 돌봄 경험 나누기 등의 돌봄 정보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전문가와 사용자를 통해 개발된 앱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돌봄 정보 서비스 앱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한 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개발한 앱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설계는 교수설계모형으로 애디모형(ADDIE model) [11]을 

활용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애디모형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

용할 수 있으며, 개발과정 중 앱 개발전문가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검토 및 수정이 가능해 유연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연구대상

앱 요구도 조사를 위한 대상자

조사대상자인 치매환자가족은 광주광역시의 요양원, 요양병원, 주

간보호센터에 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시킨 치매환자가족 3인과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누적회원 수 1,000명 이상인 치매카페의 회원 5인이었다.

앱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상자

타당도 조사대상자는 종합병원신경과 전문의 2인, 치매환자가족의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신경과 간호사 1인, 요양병원 수간호사 2인, 

주간보호센터장 1인, 간호대학교수 1인으로 총 7인이었다. 

개발된 앱 평가를 위한 대상자

전문가 평가 대상자는 앱 개발 후 앱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한 

전문가 7인에 간호 정보학 교수 1인, 앱 . IT 개발 전문가 등 7인을 추가

하여 총 15인으로 현재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하였다.

사용자 평가 대상자는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신경과 의원

을 통해 환자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 중, 안드로이드(android) 기

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사용자 평

가에 참여하기로 지원한 대상자 25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진행

Analysis-Design-Development-Implementation-Evaluation (ADDIE) 

모형에 따라 분석-설계-개발-구현-평가의 5단계로 개발하였다(Table 1).

연구도구

내용타당도 측정도구

앱 내용 콘텐츠 선정을 위해 Kim [13]의 요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Kim [14]의 요구도 분석 및 교육모형시안, Park et al. [15]의 요구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간호학 교수 1인의 검토 후 8개의 상위제목과 36개

의 하위제목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4점,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3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2점, ‘매우 타

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1점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점

수가 2점 이하인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의견이 있는 경

우 ‘comment’란에 의견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Table 1. Development process of caring information service app for de-
mentia patient's family

ADDIE
Development process of caring information service 

app for dementia patient’s family

Analysis   1. Analyse the need of the subject
  2. Contents analysis and decision 

Design   3. Content validity evaluated through experts
  4. Information design
  5. Interaction design
  6. Evaluation design 

Development   7. Screen composition and function development
  8. Design 

Implementation   9. Test after app install
Evaluation 10. Expert’s app evaluation

11. User’s app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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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돌봄 정보 서비스 앱 평가도구

Kim [16]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콘

텐츠 9문항, 인터페이스 디자인 11문항, 기술 3문항, 총 23문항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적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용의 구체적인 평가

를 위하여 평가기준별로 특이사항 및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

도록 하였고, 앱에 관한 개방형 질문 2문항, 추천 여부 묻는 질문 1문항

을 공통질문으로 하고,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으로는 전문가 4문항, 

치매환자가족 6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Kim [16]의 연구에서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5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해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는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검증하였다. 전문가와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 평가점수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돌봄 정보 서비스 앱 개발

분석

대상자 요구 분석

치매환자가족 3인을 대상으로 돌봄 정보에 대한 요구 파악을 위해  

4개의 질문영역 즉, 정보, 돌봄, 인프라, 및 참여 영역의 11개 질문으로 

면담 결과 치매환자가족들은 환자와 치매에 대한 지식과 관심의 정도

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면담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치매환자가족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시

행 이후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치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워 하였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지인과 방송매체를 통해 내가 원할 때 부담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선호하였다. 셋째, 치매환자가족들은 각 병원과 센터를 가

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간병기간

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 기관을 통해 부양과 간호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나누고자 의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가족

들은 환자의 보살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원했다. 

구글설문 결과 심층면담과는 달리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간략하게 직

접 이끌어 낼 수 있었으나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 돌봄 상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다. 특징적인 응답 결과로는 포털사이트(인터넷)를 사용

하는 치매환자가족은 인프라 영역과 참여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대처

를 하고 있었으며 관심도 구체적이었다. 이것은 치매환자가족들이 인

터넷과 다양한 지원매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 분석 및 결정

치매의 특성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치매센터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을 통

하여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와 서비스 신청방법 등이 

자세히 게시되어 있고, 대한치매학회와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돌봄과 

조호와 관련되어서 동영상과 최신뉴스, 강의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그

러나 정보의 범위와 양이 방대하고 자료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 치매환

자가족들이 찾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용어가 많아 간단하고 

알기 쉬운 것으로 결정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국학술정보(KISS),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을 통해 검색하였으며, ‘치매가족 요구’, ‘치매

가족 교육’, ‘치매가족 돌봄교육’을 키워드로 최근 10년간(2010-2019)으

로 제한하여 총 36편 중 요구하는 돌봄 내용의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 

연구와 중복된 연구들은 제외한 7편을 선정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국

외 데이터베이스로 CINAHL과 PubMed에서 ‘dementia family’, ‘car-

ing’, ‘demand’를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한 결과, 총 38편의 논문을 확

인하여 질적인 논문은 배제하고, 본 연구자가 제목과 초록을 단계적

으로 검토하여 요구하는 돌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10편을 선정

하였다.

안드로이드, 애플(apple) 운영체계인 google play와 apple app store를 

통해 앱을 검색한 결과 안드로이드 22개, 애플 14개의 앱을 찾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치매 관련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고 사용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치매환자가족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이 우려되었다. 

본 앱 구성은 사용자인 치매환자가족들의 요구와 전문가들과 문헌

고찰에서 강조한 내용, 그리고 이 전달내용에 대한 앱 전문가들의 효

율적 화면 구성을 바탕으로 총 8개 주요 주제영역과 36개 세부 주제영

역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설계

본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의 콘텐츠 구성을 바탕으로 치매전문

가 7인의 CVI 평가와 의견을 토대로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내용타

당도 검증 결과는 모두 0.80점 이상으로 평균 0.95점이었다.

정보설계는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구성하였고 

노인사용자 고려하여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연락처, 나이 등 

통계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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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용 후 추천여부로는 ‘예’ 12명, ‘모르겠다’ 3명이었다(Table 3).

치매환자가족의 평가결과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19명이며, 연령대는 

20-30대 9명, 40-50대 11명, 60-70대 5명이다.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3명, 아들 2명, 딸 2명, 며느리 2명, 조손 11명이었다. 소득수준으로는 하

위 5명, 중위 9명, 중상위 7명, 상위 4명이다. 이용하는 서비스(중복가

능)는 재가급여 6명, 시설급여 5명, 주간보호센터 5명, 치매안심센터  

6명, 요양병원 12명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근거리 8명, 지인추

천 7명, 서비스 만족 5명, 잘 몰라서 5명이었다. 앱 사용 후 추천여부로

는 ‘예’ 22명, ‘아니오’ 3명이었다(Table 4).

앱 평가도구를 통한 적합성

전문가들을 평균 3.49점(± 0.57)으로 인터페이스디자인의 일관성 항

목의 ‘색상, 배치, 표현방법에 일관성이 있다’ 부분에서 3.87점(± 0.35)으

설계로는 기본적으로 앱의 상위메뉴와 하위메뉴로 항목을 분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앱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획의도 및 정

보전달의 필요성을 도움말에 삽입하여 사용자에게 전문성과 신뢰성

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만족도와 관심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콘텐츠별 조회 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통계 정보를 가

지고 보완점을 모색하여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개발단계

앱에 사용될 보조매체로 이미지와 사진, 첨부동영상, 음성지원 등 

재구성을 위해 공공 웹사이트(중앙치매협회, 한국치매협회)의 이미지

를 출처를 기입한 뒤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미지와 사진은 

구매 후 제작하였다. 사용자 편의 고려위해 화면구성, 화면색깔, 글씨

체, 글씨크기, 전개방식, 이미지 삽입 등을 앱 개발자와 기획자와 함께 

협의하여 ‘치매돌봄톡’ 이라는 앱 제목에 ‘Caring for you & me’라는 

부제로 본 연구자가 명명하였다. 로그인 화면은 가족들의 진실함과 따

뜻함을 상징적 로고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메인화면은 8개의 상위

메뉴와 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편리함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Figure 1).

구현단계

완성된 앱을 구글에 등록 .출시하여 개발 전문가 2인의 Prototype 

test를 실시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가독성 증진을 위한 콘텐츠, 텍스트 

부분과 개인정보 보안정책 등을 보완하였다.

평가단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평가결과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10명이며 직

업은 의료인 8명과 웹 .앱 프로그램 전문가 7명이었다. 연령대로는 

20-30대는 6명, 40-50대는 9명이며, 실무경력으로는 5년 미만 4명, 5-10

년 미만 1명, 10-15년 미만 3명, 15-20년 미만 3명, 20년 이상 4명이었다. 

Table 2. ‘Dementia Care Talk’ app contents

Main subjects area Sub contents

1. Knowing dementia Dementia type & causes, Drug treatment
2. Dementia prevention Dementia rank study results, Prevention, Action plans
3. Dementia services roadmap Dementia information navigation, Get diagnosis, Find services
4. Dementia support services Long-term care benefits support, How to apply, Dementia security center, Other support services
5. Treatment program Walking, Massage, Gym, Horticulture, Aroma, Laugher, Five Senses, Music, Reading, Perception, Art, Remedies,  

Religious, Pets
6. Our care diary Care diary, Hope board
7. Dementia care Patient letter, Early/moderate dementia, Symptoms of mental behavior, Safety management, Daily life with patients
8. My feeling test Depression test, Mind heath test

Figure 1. Caring for you &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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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의 보안 항목의 ‘건강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을 제시하였다’가 3.07점(± 0.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사용자들은 평균 3.42점(± 0.62)으로 콘텐츠의 정확성 항목의 ‘건강

관리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 부분에서 3.64점(± 0.49)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기술의 보안 항목의 ‘건강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을 

제시하였다’가 3.24점(± 0.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5).

고  찰

애디모형의 개발과정에 따라 기술하자면, 선행논문의 분석단계에서

는 문헌고찰과 초점집단 면담을 시행하였다[17]. 본 연구자는 유사하게 

진행하되 추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치매카페회원들을 통해 구글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시행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대상자들의 현재 돌

봄 관련 요구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치매관련 앱(app) 분석을 통해 

최신동향을 파악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연

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자를 위한 콘텐츠 분석 후 문헌고찰과 기존의 

교육용 책자를 분석하여 ‘튼튼심장’이라는 앱을 개발하였다[18]. 본 연

구자는 중앙치매센터와 보건복지부의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

북’과 ‘고향의 봄’, ‘헤아림’을 통해 교육내용과 그림, 삽화 등을 재구성

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분석과정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 후에 본 연구자가 콘텐츠를 구성하여 보안설계를 실시하였다. 치

매환자가족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환자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참여하

는 의사결정권자로 관련 정보를 얻고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당사자이

다.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개입과[19] 원활한 사용을 위해 상위메

뉴와 하위메뉴로 분류하도록 설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앱 개발 시 환

자의 심리적 측면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20]를 토

대로 치매환자가족의 위축된 심리를 고려하여[21] ‘나의감정 살피기’란 

콘텐츠로 본인의 감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추가로 상호작

용이 가능한 앱이 학업성취와 학습흥미를 높이므로[22] 심리 검사 후

에 점수, 평가와 함께 추천사항 제공으로 사용자의 학습 동기와 상호

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 수요에 대응한 미래 기술을 제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users (n=25)

Variables n (%)

Gender
   Male 6 (0.2)
   Female 19 (0.8)
Age (y)
   20-39 9 (0.4)
   40-59 11 (0.4)
   60-79 5 (0.2)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Partner 3 (0.1)
   Son 2 (0.1)
   Daughter 7 (0.3)
   Daughter-in-law 2 (0.1)
   Grandchildren 11 (0.4)
Income level
   Low rank 5 (0.2)
   Medium rank 9 (0.4)
   Upper medium rank 7 (0.3)
   High rank 4 (0.2)
Utilization service (overwriting available)
   Home visit care payment 6 (0.2)
   Facility benefit expense 5 (0.2)
   Day care center 5 (0.2)
   Dementia relax center 6 (0.2)
   Hospitals for the elderly 12 (0.5)
Reason
   Short distance 8 (0.3)
   Recommend 7 (0.3)
   Service use satisfaction 5 (0.2)
   Do not know 5 (0.2)
Recommend
   Yes 22 (0.9)
   No 3 (0.1)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erts (n=15)  

Variables n (%)

Gender
   Male 5 (0.3)
   Female 10 (0.7)
Age (y)
   20-39 6 (0.4)
   40-59 9 (0.6)
Job
   Neurologist 2 (0.1)
   Nursing professor 2 (0.1)
   Nurse in neurologic clinic 1 (0.1)
   Chief nurse in hospitals for the elderly 2 (0.1)
   Day care center 1 (0.1)
   Web planning 3 (0.2)
   Web marketing 2 (0.1)
   Application programmer 2 (0.1)
Working experience (y)
   <5 4 (0.3)
   5≤9 1 (0.1)
   10≤14 3 (0.3)
   15≤19 3 (0.3)
   ≥20 4 (0.3)
Recommend
   Yes 12 (0.8)
   Don’t know 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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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국내의료 및 건강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도 ‘치료중심’에서 ‘예

방과 관리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23]. 따라서 ‘치매돌봄톡’에

서는 ‘치매예방’ 콘텐츠로 사용자 지속적으로 치매에 대응하고자 하

였다. 

이전의 개발과 구현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 프로그램을 사

용하자 고급기능을 숙지하고 제작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24], 또

한, 앱 개발자에게 앱을 의뢰하는 것은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시간과 

비용 증가가 우려되었다[20,25].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면구성을 

스토리보드로 만든 후에 파워포인트(PowerPoint, Microsoft Corp., 

USA)로 제작하여 앱 개발자와 의사소통 후에 다양한 기능들을 디자

인하여 설계부터 개발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와 협조를 통해 충분한 의

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전의 앱을 통한 정보제공 시 간병

과 질병관리는 제공되나 커뮤니티와 알람 기능이 미비하였다[26]. 알

츠하이머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의 공동 작업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

키고 효과적인 기술을 재연한 것과 같이[26] ‘치매돌봄톡’에서는 치매

환자가족의 관심과 편의, 흥미 유발을 위해 알람, 커뮤니티 공간, 로그

인 빈도 그래프, 음성지원과 관련 동영상, 사진, 그림, 삽화 삽입, 관련 

링크 연결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치매 관련 스마트폰 앱은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

분으로 치매환자가족들을 지원하거나 연결시키는 기술이 거의 개발

Table 5. App suitability results

Variables
Experts Users

Mean±SD Mean±SD

Content
   Accuracy
      Health care information is reliable 3.67±0.49 3.64±0.49
      Health care information is clear 3.47±0.64 3.32±0.80
   Understanding
      Health care information is easy to understand 3.67±0.49 3.48±0.65
      Health care terminology i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3.33±0.72 3.40±0.71
      The level of health care information is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read 3.47±0.64 3.44±0.65
   Objectivity
      Health care information is professional information 3.67±0.49 3.60±0.58
      Health care information is systematic and specific 3.67±0.49 3.48±0.65
      There is an indication that the information is provided by a competent authority 3.67±0.49 3.28±0.68
      Health care professionals provide health information 3.67±0.49 3.44±0.65
Interface design
   Consistency
      Consistent color, placement and presentation 3.87±0.35 3.48±0.59
      Arrangement of icons in the app is integrated with the overall app design 3.40±0.63 3.40±0.65
      In-app icons are grouped consistently 3.33±0.62 3.40±0.65
   Design suitability
      Logical content is easy to understand by arranging content to be accessible sequentially 3.53±0.64 3.52±0.65
      Articulate what the icon means 3.40±0.63 3.56±0.58
      The letters used in the app are in a size and font that is easy for the viewer to read 3.47±0.64 3.44±0.65
      Visual elements are comfortable for the user 3.47±0.74 3.44±0.71
      I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app at a glance 3.47±0.74 3.44±0.71
   Vocabulary accuracy
      The phrase used in the app is concise 3.47±0.64 3.48±0.59
      The phrase used in the app is correct 3.60±0.51 3.48±0.51
      The phrase used in the app is correct for the grammar 3.53±0.52 3.36±0.56
Technology
   Security
      Presented information on privacy 3.20±0.41 3.28±0.46
      Proposed security policy for health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3.07±0.46 3.24±0.60
      There is a description of the security system for creating a safe app usage environment 3.20±0.51 3.28±0.46
      Average 3.49±0.57 3.42±0.6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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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는 점[27]에서 간호연구측면으로 볼 때 ‘치매돌봄톡’은 스

마트폰을 통한 돌봄 정보 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직접 항목을 구성한 

후 평가하는 것은 앱 전문가 측면의 평가가 어려웠고[28], 모바일 휴리

스틱(mobile heuristic) 평가도구와 심각성 수준 측정도구를 통한 평가

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단순하고 

대부분 시스템적인 부분만 구성되어 있음이 우려되었다[29]. 

스마트폰 앱 평가도구를 통한 평가는 콘텐츠와 인터페이스뿐만 아

니라 기술측면까지 구성되어 있어 건강전문가뿐만 아니라 앱 전문가,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사용되었다[16,25]. 이에 

본 연구자도 전문가와 사용자를 통한 평가를 통해 앱의 적합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치매는 장기간 치매환자가족과 함께 싸워야 하는 질병이고, 그들에

게 돌봄 중재 개입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치매 돌봄 정보 서

비스 앱을 개발하고, 전문가와 사용자를 통해 앱에 대한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를 하였다.

애디모형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도, 요구도를 반영한 후,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와 프로토타입 테스트(prototype test)를 거쳐 최종 전

문가와 사용자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들이 치매와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 돌봄이 긍

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강

화하고 앱을 관리하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의 치매환자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앱의 사용확대를 위하여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협조를 구해 상담 시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뿐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

양한 운영체계 호환이 가능한 앱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치매환자가족들에게 앱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셋째, 치매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교육기관의 확대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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