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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환자의 자가 관리를 돕기 위해 임상 

실무지침에서 지식을 추출하여 고혈압 환자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는데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계획 단계에서는 고혈압 관리 임상실무지침을 선정하여 

관리 내용을 추출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을 정의하였다.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영역을 구분해 분석, 

설계, 구현 단계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지식에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한 후 데이터사전을 개발하고, 설계단계에서 

데이터간의 관계를 개체관계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구현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였다.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임상실무지침에 포함된 규칙을 분석하고, 설계단계에서 알고리즘으로 

구조화하고, 구현단계에서 코딩을 하였다. 데이터 영역과 프로세스 

영역의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규칙을 통합하여 고혈압 관리 

온톨로지와 고혈압 관리 맞춤형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인터페이스 

영역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필수 기능을 분석하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 

UI(User Interface)를 설계하여 구현단계에서 코딩 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지식베이스의 정확도평가와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수정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한 뒤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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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복약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5점 

만점에 3.7점이었으며 사용자 만족도는 혈압기록기능 4.3점, 

복약기록기능 3.8점, 기록전송기능 3.1점, 알림 기능 3.2점, 권고안 제공 

기능 3.4점, 약물정보 확인기능 3.8점으로 나타났다. 모리스키도구 

수정본으로 평가한 복약 순응도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유의하게(p=.001)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복약 순응도의 향상이 

확인되었으나 앞으로 환자 결과 측면에서 더 직접적으로 약물 복용율, 

생활습관의 변화 및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스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임상실무지침, 고혈압,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권고안, 
복약 순응도 
학  번 : 201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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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중요 위험 인자로서 국내 

유병률이 29.0%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12). 고혈압은 만성 

질환으로서 자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비용도 매우 높아(김진현, 

2013) 합병증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적정 혈압 유지이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질환 및 심장질환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혈압 치료의 가장 큰 두 가지 영역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이다. JNC8(the Eighth Joint National Committee)의 2014년 

근거기반 성인 고혈압 임상실무지침(Dennison-Himmelfarb, 2013)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관리의 첫 단계를 

생활습관의 관리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환자의 연령과 당뇨 및 

신장질환 여부에 따른 치료의 목표혈압을 설정한 후 목표혈압 달성을 

위한 약물치료이다. 이처럼 생활습관의 개선과 약물 치료를 지속하며 

혈압 관리를 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자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자가 건강 관리에 모바일 헬스케어가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다(Torgan, 2009). 

모바일 장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보편성, 사람들이 언제 어디나 휴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의료 중재를 전달하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이다. 

이전에 단순 텍스트 메시징(SMS; short message service)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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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던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의 상용화 이후 운영체제에 따른 

고유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재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현황을 분석한 Klasnja(2012)의 연구에 의하면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의료 중재를 제공하고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진을 

개인 자가관리에 참여시키며 사회적   환경에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 

정보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재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Klasnja,  

2012).  

 이처럼 모바일 헬스케어가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또한 점차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아이폰 앱스토어에 이미 20,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상용화되고있다(Intercontinental Marketing Service Institute, 2013).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대부분 혈압의 측정과 기록 관리가 

주요 기능이다. 복약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약물정보를 제공하거나 

복약 시간을 알리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단일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어, 혈압 기록을 

관리하는 동시에 관련 복약 정보나 알림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으며,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생활 습관 개선을 포함한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여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는 데에는 근거 기반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실무지침은, 환자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한 

권고를 포함하는 진술문으로, 근거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Graham, 2011). 기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임상실무지침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임상실무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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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된 적이 없다.  

종이 기반의 임상실무지침을 컴퓨터가 해석 가능한 형태(computer 

interpretable guideline)로 변환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임상실무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무지침을 

의료진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하면 환자의 자가 관리에 직접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임상실무지침의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맞춤 정보와 권고를 

제공하고, 고혈압 약물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잘 적용하면 고혈압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을 돕고, 약물 교육과 복약 알림을 통해 복약 

순응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관리를 위해 임상실무지침을 

기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실무지침의 지식을 기반으로 고혈압 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2)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 및 복약 순응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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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작업 수행능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Davis(1989)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측정 도구 12문항 중 시스템 수용성과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각된 유용성 6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이다. 

                                                                                                                                                                                                                                                                                                                                                                                                                                                                                                                                                                                                                                                                                                                                                                                                                                                                                                                                                                                                                                                                                                                                                                                                                                                                                                                                                                                                                                                                                                                                                                                                                                                                                                                                                                                                                                                                                                                                                                                                                                                                                                                                                                                                                                                                                                                                                                                                                                                                                                                                                                                                                                                                                                                                                                                                                                                                                                                                                                                                                                                                                                                                                                                                                                                                                                                                                                                                                                                                                                                                                                                                                                                                                                                                                                                                                                                                                                                                                                                                                                                                                                                                                                                                                                                                                                                                                                                                                                                                                                                                                                                                                                                                                                                                                                                                                                                                                                                                                                                                                                                                                                                                                                                                                                                                                                                                                                                                                                                                                                                                                                                                                                                                                                                                                                                                                                                                                                                                                                                                                                                                                                                                                                                                                                                                                                                                                                                                                                                                                                                                                                                                                                                                                                                                                                                                                                                                                                                                                                                                                                                                                                                                                                                                                                                                                                                                                                                                                                                                                                                                                                                                                                                                                                                                                                                                                                                                                                                                                                                                                                                                                                                                                                                                                                                                                                                                                                                                                                                                                                                                                                                                                                                                                                                                                                                                                                                                                                                                                                                                                                                                                                                                                                                                                                                                                                                                                                                                                                                                                                                                                                                                                                                                                                                                                                                                                                                                                                                                                                                                                                                                                                                                                                                                                                                                                                                                                                                                                                                                                                                                                                                                                                                                                                                                                                                                                                                                                                                                                                                                                                                                                                                                                                                                                                                                                                                                                                                                                                                                                                                                                                                                                                                                                                                                                                                                                                                                                                                                                                                                                                                                                                                                                                                                                                                                                                                                                                                                                                                                                                                                                                                                                                                                                                                                                                                                                       

2)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란 서비스 혹은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와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Song, 2014). 

본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도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6가지 주요 기능인 혈압 기록기능, 복약 기록기능, 기록 전송기능, 알림 

기능, 권고안 제공 기능, 약물정보 확인기능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개별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복약 순응도 

복약 순응도란 의사가 처방한 지시대로 환자가 복약하는 

정도이다(홍재석, 2010). 

본 연구에서 복약 순응도는 6문항으로 구성된 모리스키 도구 

수정본(Modified Morisky scale; Case Management of Soc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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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2004/2007)으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복약 

순응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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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적용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지식 기반이 되는 고혈압 관리 임상실무지침, 컴퓨터 해석 가능한 

형태의 임상실무지침(computer interpretable guideline)에 대한 연구,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현황과 관련 연구 및 복약 

순응도의 개념 및 측정방법, 중재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고혈압 관리 임상실무지침 

 

임상실무지침은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거와 실무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McAlister, 

2001). 고혈압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임상실무지침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고혈압 임상실무지침의 

기본적인 구조는 진단과 치료로 이루어지며 고혈압 관리의 알고리즘과  

권고안 등을 제시한다 

우선 고혈압의 진단은 올바른 측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 병원 측정 

혈압과 활동기 혈압측정, 자가 혈압측정을 고려하여 확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에는 병원 측정 혈압으로 고혈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최근의 경향은 병원 측정 혈압이 높을 때에 활동기 혈압 

측정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한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2011). 각 임상실무지침은 고혈압의 진단 기준과 

단계별 분류의 기준이 되는 혈압 측정치를 제시한다. 201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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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임상실무지침을 개정한 유럽 ESH/ESC(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 and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의 

임상실무지침(Narkiewicz, 2013)은 수축기 혈압 140mmHg과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부터 1단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다.  

고혈압 관리는 혈압 조절을 통한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Bolton, 2005). 혈압 조절을 위한 관리 항목은 임상실무지침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이다. 그 

중 고혈압의 발견과 중재, 지속적인 관리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을 

중점으로 접근한 RNAO(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의 임상실무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복약,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기록관리이다. 고혈압 관리에는 개인의 

신체 사회적 정보 수집을 통해 목표를 설정 하고 이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약물정보 제공과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및 평가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위한 중재,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Bolton, 2005).  

모든 임상실무지침에서 만성 질환으로서 고혈압의 자가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미국 NHLBI(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의 지침에서는 고혈압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권고를 

의료진 측면과 환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환자 

측면에서는 환자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특성화된 치료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2004). 

환자 개인 별 맞춤 관리가 고혈압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추적관찰에 대해서는 고혈압 전 단계 및 고혈압의 단계 

별 병원 방문 시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 약물 복용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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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및 약물 부작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약물 복용 환자의 

경우는 약물농도 및 약물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임상검사가 

필요하다(Bolton, 2005). 

기록 관리는 환자-의료진간 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를 치료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치료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고혈압 대상자의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목표혈압 달성에 

도움이 된다(Bolton, 2005).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대한고혈압학회, 2013)은 2013년 

개정된 ESH/ESC의 최신경향을 반영하여 약물치료의 기준 및 치료 

약제에 대한 권고안을 변경하였다. 한국인의 혈압 분포와 고혈압 유병률,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 컴퓨터 해석 가능 형태의 임상실무지침(Computer 

Interpretable Guidelines)  

 

근거 기반의 간호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지침의 활용이 

필요하다. 임상실무지침을 잘 활용하는 전략으로 환자중심의 중재, 

맞춤형 알림 및 관리시점(point of care)에서의 맞춤형 의사결정지원 

등을 들 수 있다(Peek, 2011). 

임상실무지침을 기반으로 환자중심의 중재, 맞춤형 알림 및 

관리시점에서의 맞춤형 의사결정지원을 수행하려면,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임상실무지침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 해석 

가능 형태의 임상실무지침(CIG; Computer Interpretable Guideline)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권고를 제공하는 데에 종이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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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무지침보다 효과적이다(Peleg, 2013). 

CIG에 대한 연구는 20여년 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확대되었다. 이들 연구를 CIG 개발에 대한 연구와 CIG의 

효과 평가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행된 CIG개발 

관련 연구는, CIG의 생명 주기의 단계별로 임상실무지침의 분석과 

CIG의 설계, CIG의 개발과 사용, CIG의 유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CIG를 모델링하는 언어에 대한 연구와 지식의 

습득 및 구체화 방법론에 대한 연구, EHR(Electronic Health 

Record)이나 업무흐름에 통합되는 CIG에 대한 연구 및 CIG의 

타당성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있다. 개발과 사용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는 CIG 실행 엔진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전달 및 예외 처리에 대한 

것들이 있으며 유지 단계에 해당되는 연구로는 CIG의 수용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Peleg, 2013). 

CIG의 효과 평가 연구는 진료 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 

환자 결과(patient outcome)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CIG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제공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 그것이 진료 과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가 

이환율과 사망률과 같은 환자 결과의 효과로 이어지는지(Latoszek-

Berendsen, 2010)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료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연구 중 의료제공자의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질병의 

진단 보다는 약물 치료 용량을 결정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 심장질환 재활에 대한 컴퓨터 해석 가능 형태의 

임상실무지침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한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계산과 변형을 도와 임상실무지침의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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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Goud, 2008), 다학제간의 임상실무지침 통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과가 있었다(Goud, 2010).  

환자 결과를 측정하여 컴퓨터 해석 가능 형태의 임상실무지침의 

효과를 연구한 것은 진료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Latoszek-Berendsen, 2010)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Bryan, 2008)에 따르면 일차진료영역에서 다양한 측정 변수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들이 밝혀졌다. 

 

3.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 

mobile medical application)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 연구 및 어플리케이션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은 2013년 6월 애플의 앱 스토어 

기준, ‘Healthcare and fitness’, ‘Medical’을 검색용어로 하여 

43,689개가 보고되었다. 이 중 거의 연관성이 없어 잘못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 20,007개를 제외하고도 23,682개가 집계된다(Intercontinental 

Marketing Service Institute, 2013). ‘건강증진을 위한 환자 

어플리케이션’ 보고서(IMSI, 2013)에 따르면 위 어플리케이션 중 

소비자/환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은 16,275개, 나머지 7,407개는 

의료서비스제공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분석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따른 분석에서는 정보제공(Inform), 지시(Instruct), 

기록(Record), 출력(Display), 안내(Guide), 알림(Remind/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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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Communicate)의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중 1만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이 정보제공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 중 정보제공과 

지시를 동시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정보제공과 기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4천여 건과 2천여 건에 그쳐 현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로 단일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임이 

확인된다. 이는 의료 분야에 맞게 세밀하게 설계된 복합 기능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혈관계와 관련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분석한 

연구(Martínez-Pérez, 2013)에서는 문헌분석과 총 710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분석이 이루어졌다.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따른 분류 중 

고혈압과 관련된 기능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은 혈압 추적, 가이드 제공, 

진단 및 치료 지침 제공, 혈압과 심 박동 모니터, 고혈압 관련 문헌 및 

진료 지침 제공, 외부 장치를 이용한 혈압 측정, 복약 알림, 치료 

지침제공, 고혈압 예방 및 치료 운동 정보 제공, 혈압 측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혈압 기록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내용, 

복약 알림 기능까지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되지 

않았다.  

Haynes(2008)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환자를 혈압 자가 

측정에 참여 시키는 것,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복약 및 

병원 방문일을 알려주는 알림기능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Haynes, 

2008).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원격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였다. 그 예로는 홈 헬스 모니터링 

장치, 전자 약통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환자 

별 맞춤 메시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 기술들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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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또한 가능해 환자를 의료 제공자와 연결해줄 

수도 있어(New England Healthcare Institute, 2009) 모바일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4. 복약 순응도 

 

복약 순응도는 치료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소로서, 의료인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복약 순응도의 개념 

및 측정 방법, 영향요인 및 중재방안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겠다. 

복약 순응도의 순응도는 compliance, adherence, maintenance, 

persistence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복약 순응도는 환자가 처방된 

대로 약을 먹는 지와, 복약을 지속하는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adherence와 persistence로 표현하기도 한다(Ho, 2009).  

복약 순응도는 직접적인 측정 방법과 간접적인 측정 방법이 있다. 

직접 측정 방법으로는 환자가 약을 먹는지 직접 관찰하는 방법과, 

환자의 혈액에서 약물 또는 약물의 대사물질을 측정하는 방법, 환자 

혈액에서 복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생의학적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간접 측정 방법은 환자 설문조사, 환자의 자가보고(self-reports), 

환자가 복약하고 남은 알약의 수를 새는 pill count 방법, 환자가 약을 

꺼낼 때 이를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환자가 매일 

자신의 복약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하는 환자 일지(patient 

diary)방법 및 복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환자에게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환자가 실제로 약을 복약했는지를 측정하지 않는 가장 

간접적인 방법은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얼마나 연속적으로 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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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지를 측정하는 약국 재 조제율로서 이는 의료서비스 연구 등에 

이용된다(박재현, 2006). 

이 중 실험 연구에는 간접 측정 방법에 속하는 자가보고 방식인 

모리스키 도구(Morisky Scale)이 주로 사용된다(Ho, 2009). 이 도구는 

환자의 복약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모리스키 도구 수정 

본(CMSA, 2004/2007)으로 제작되어 만성질환의 장기적 관리를 위한 

연구에 쓰였다 김성옥(2011). 고혈압과 당뇨병 노인의 복약 순응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의 연구에서 지표로 

이용되었으며(김성옥, 2011),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2차평가’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모리스키 자가보고 설문지를 채택하여 

복약 순응도 효과 평가를 시행하였다(이원영, 2010). 

복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자요인, 환경요인, 

치료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의료시스템 요인이 있다(Rogers, 2012). 그 

중 환자 요인은 인구 지리적, 사회경제적, 신체적 특성과 같은 일반 

요인들과 환자 개인의 지식이나 동기의 측면에서 질병에 대한 정보 및 

치료에 대한 인식(김진현, 2013) 등이다. 복약 순응도의 향상을 위한 

환자 요인에 대한 중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재는 크게 행위에 대한 중재와 교육적 중재로 분류되었다. 우선 

행위에 대한 중재는 약의 복약 방법이나 포장을 변경하는 것, 약의 

개수를 세고 알맞은 약통을 사용하는 것, 복약에 대한 보상 및 편지나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알림이 있었다. 교육적 중재는 의사, 간호사, 

약사로부터의 직접 교육 및 동영상 자료와 편지, 전화, 이메일 자료를 

통한 교육이 있었다. 이 전략들은 복약 순응도를 4~11% 향상 시킨 



 

 14 

것으로 보고되었다(Peterson, 2003). 또 다른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환자를 혈압 자가 측정에 참여 시키는 것,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복약 및 병원 방문 일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Haynes, 2008).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원격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그 예로는 홈 헬스 모니터링 장치, 전자 

약통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환자 별 맞춤 

메시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 기술들은 환자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또한 가능해 환자를 의료 제공자와 연결해줄 수도 

있어(NEHI, 2009) 복약 순응도 향상의 중재 방안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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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틀 

 

1. 연구의 개념 모델 

 

고혈압 환자에게서 치료 순응도와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환자 요인, 의료제공자 요인, 의료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Borzecki, 2005). 다음 모델(Figure 1)은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barriers to adequate blood pressure control 
(Borzecki, 2005). 

 

이 모델은 크게 환자요인과 의료환경 요인, 의료제공자 요인으로 

구성된다. 환자 요인과 의료환경 요인은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치료 순응도에 관여해 간접적으로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또 환자 요인과 의료환경 요인은 의료제공자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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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혈압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중 환자 

요인과 의료환경 요인, 의료제공자 요인과 의료환경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의료환경 요인과 치료 순응도도 상호작용하는데, 의료환경 

요인이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순응도가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의료환경 요인에 다시 

작용할 수 있다. 환자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신념 및 임상적 요인이 있다. 의료 환경 요인으로는 건강관리 접근성과 

환자-의료 제공자 상호작용, 임상 환경의 특성이 있다. 의료제공자 

요인으로는 지식과 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무지침기반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앞서 소개한 Borzecki의 모델에서 고혈압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증진시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위 모델(Figure 1)에 제시된 요인 별 세부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Figure 2)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의료제공자 요인과 혈압 조절을 제외한 회색 영역에서, 고혈압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점선으로 표시한 환자 요인의 건강신념 요인, 

의료환경 요인의 건강관리 접근성, 환자-의료제공자 상호작용 부분을 

중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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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model of hypertension management application 

 

우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 신념을 긍정적으로 자극하고자 한다. 

건강 신념이란, 치료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효능감과 치료의 

이점을 인식하는 것, 건강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Borzecki, 2005).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맞춤형 권고안은 환자가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 경우 이를 격려하고 임상실무지침의 근거를 이용해 잘 유지하였을 

때의 이점을 제시한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권고안을 따라 

개선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의 근거를 제시하여 치료의 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의료환경 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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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한다. 건강관리 접근성은 의료시스템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에게 약물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임상실무지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권고를 제공해주어 건강관리 접근성을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의료제공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환자-의료 제공자 상호작용은 환자와 

의료제공자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가 본인의 기록을 의료 제공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록 전송기능은 환자-의료 제공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환자는 의료제공자 대신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간접적인 의료제공자와의 의사소통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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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무지침의 지식을 기반으로 고혈압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하여 평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임상실무지침의 지식을 기반으로 고혈압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둘째, 개발한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해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복약 순응도를 단일 군 전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평가하였다.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개발의 모형으로 애자일 모형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방법을 선택하였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다음 그림(Figure3)과 같이, 간단히 계획한 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다(최은만, 

2010). 개발 과정 이 완료되기 전에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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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ifecycle of extreme programming 

 

시스템 개발 계획 단계에서는 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결정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영역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석을 시행하고, 

설계단계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지 

결정하고 구현 단계에서 실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발 과정을 완료하였다. 

 

1)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계획 

계획 단계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개발을 위해 어떤 작업이 필요한 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우선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이지 결정하기 위해 고혈압 관리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임상실무지침을 선정하였다. 임상실무지침의 선정은, 

임상실무지침의 발간기관의 신뢰도 및 발간 년도, 지식 추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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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의 포함 여부 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선정한 임상실무지침은 고혈압의 예방, 진단,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고혈압의 자가관리범위 및 간호의 입장에서 중재 가능한 

범위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출하였다. 임상실무지침을 고찰한 뒤 

본 연구에서 고혈압 관리의 치료 순응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의 

범위와 항목을 선정하여 데이터 및 프로세스 분석 단계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정보과학의 Web-Roadmap 개발 단계별 영역정의(정병권, 

2002)를 참고하여 단계별로 영역들을 정의하여 계획, 분석, 설계, 

구현의 내용과 산출물을 계획하였다.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분석 

시스템 분석은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영역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우선, 시스템 내부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 뒤 

연관된 것들끼리 데이터의 묶음을 만들었다. 각 묶음의 데이터 사전을 

개발해 데이터를 상세화 하였다.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시스템에 필요한 규칙을 추출하였다. 즉, 

시스템의 중재를 위한 항목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찾아 

정리하였다. 이는 다음 단계인 설계단계에서 알고리즘으로 구성할 지식 

내용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과 프로세스 영역의 데이터와 규칙을 종합하여 

고혈압 관리의 내용을 간호과정에 적용해 고혈압 관리 온톨로지로 

표현하고 대상자에게 제공할 맞춤형 권고안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인터페이스 영역에서는 고혈압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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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분석해 필수기능을 추출하였다. 환자의 건강 신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건강관리 접근성을 증대시키며, 환자-의료 

제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추출하고 이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Use-case Diagram)으로 표현하여 UI(User Interface)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3)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설계 단계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Entity-Relation 

Diagram)을 작성하였다. 먼저 시스템의 데이터 개체를 파악하고 각 

개체의 속성을 테이블 단위로 나타냈다. 각 개체를 연결시킬 관계를 

정의해서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추출한 지식을 시스템 동작에 

사용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형태로 상세화하였다. 시스템의 입력에 따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환자에게 어떤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할지,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을 구조화한 것이다. 

인터페이스 영역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추출된 필수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UI의 레이아웃을 설계하였다.  

 

4)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구현 

  구현 단계에서는 전문 개발자의 코딩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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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영역에서는 사용자 화면을 구현하였다. 

 

5)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평가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평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첫째, 

지식평가를 위한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와 둘째,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를 시행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여 시스템 개발 과정을 

완료하였다.  

 

(1)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 지식베이스의 정확성을 전문가의 권고와 

시스템이 제공하는 권고와의 일치도로 평가하였다(Martins, 2006). 

가. 연구 대상 

성인간호학을 세부전공으로 한 간호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평가 절차 

다음 그림 (Figure 4)은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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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low of accuracy test 

 

우선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판단이 최소한 일 회 등장할 수 있도록 

일곱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임상실무지침을 기반으로 

도출된 지식을 문서화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간호학 

전문가 3명에게 제공하였다. 시나리오를 평가자에게 제공하고 

개방형으로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같은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한 뒤 출력된 권고안을 임상 전문가의 권고와 비교하여 일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각 전문가가 작성한 모든 시나리오의 권고안을 시스템이 제공하는 

권고안과 비교하였다. 일치와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권고 내용이 

불일치 하거나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 개방형 질문으로 전문가에게 

제안을 받고, 이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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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전문가 사용성 평가에는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를 적용하였다.  

가. 연구 대상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는 Neilsen의 연구에서 권고된 전문가의 수 

3-5명을 근거로(Neilsen, 1994) 간호 정보학 및 의료 정보학을 

전공으로 한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와, 의료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측정 도구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의 측정 도구는 휴리스틱 평가 

10원칙(Nielsen, 1994)을 Bertini 등이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특성화하여 수정한 모바일 휴리스틱 8원칙(Bertini, 2006)을 

이용하였다. 각 평가항목은 심각성 수준 도구를 이용해 결함의 수와 

분포, 전문가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은주(전은주, 2013)가 번역하여 전문가에게 검증 받은 

한국어번역본을 이용하였다. 

다. 평가 절차 

선정한 전문가들에게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 8원칙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였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한 뒤 휴리스틱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성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고 각 문제의 

심각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사용성 문제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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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평가자별, 항목별 표로 제시하였다. 심각성 수준 척도로 2명 

이상에게서 1점 이상을 받아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과, 

심각성의 수준에서 4점을 받아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항목을 찾아냈다. 도출된 사용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항목에 대해 시스템을 수정하였다.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적용단계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4주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한 뒤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 

및 복약 순응도를 평가하였다.  

 

1)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Rife, 2012)에 제시된 effect size 

(0.55), α=0.05, power=0.95 수준에서 t-test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G-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38명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서울 소재 3차 의료기관의 순환기내과 외래를 재원 중인 

고혈압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의 혈압 강하제를 복용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한 기기를 갖추고 타인의 도움없이 이용이 

가능한 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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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지각된 유용성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지각된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Davis(1989)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측정 도구 중 지각된 

유용성 문항 6개를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최원근(2000)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최원근, 2000)을‘나의 작업’ 대신 ‘고혈압 관리, ‘인터넷 

쇼핑몰’대신 ‘어플리케이션’을 대입하여 이용하였다. 5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점수의 

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값을 지각된 유용성 점수로 본다. 

(2)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혈압 기록기능, 복약 

기록기능, 기록 전송기능, 알림 기능, 권고안 제공 기능, 약물정보 

확인기능에 대해  5점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해당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로 본다.  

(3) 복약 순응도 

본 연구에서는 모리스키 도구 수정본(CMSA, 2004/2007)을 복약 

순응도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6가지 문항에 예, 아니오에 0점 혹은 

1점을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동기점수는 복약 순응 의지 

측면에서 항목 1,2,6으로 측정하고 지식점수는 환자의 복약 순응과 

관련한 지식을 항목 3,4,5로 측정하였다.  

 

3) 연구 가설 

연구 참여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가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 사용 전보다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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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진행 절차 

(1) 사전 복약 순응도 평가 

연구의 대상 환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전 복약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연구자가 대상자의 모바일 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준 후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고 4주동안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지각된 유용성과 기능 만족도, 사후 복약 순응도 평가 

어플리케이션 설치 4주 후 전화 혹은 대면을 통해 지각된 유용성과 

기능 만족도, 사후 복약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Microsoft Excel 및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지각된 유용성 점수와 사용자 만족도, 복약 순응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복약 순응도의 단일 군 전후 비교는 비모수 검정으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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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모집한 삼성 서울 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받고 연구를 승인 받았다(IRB 

No. 2014-03-130-005). 

 연구의 서면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절차와 측정도구, 

연구자의 연락처와 언제든지 도중에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다.  

 연구 진행 도중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코드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원 이외는 자료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파일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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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 구 결 과 

 

1.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1)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계획 

(1) 임상실무지침 선정 

고혈압 임상실무지침은 잘 알려진 임상실무지침 검색사이트인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www.guideline.gov), the 

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www.g-i-n.net)과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www.nice.org.uk)에서 검색하였다. 검색용어로는 ‘hypertension 

management’, ‘hypertension’,‘hypertension treatment’, 

‘high blood pressure’를 이용하였다. 임상실무지침은 간호 정보학 

전공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연구기관의 신뢰도 및 발간 년도, 

지식 추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의 

표(Table 1)와 같은 5 개의 임상실무지침을 선정하였다. 

 

Table 1. List of select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No Title Publisher Country Date 

1 대한 고혈압 학회 

고혈압 진료지침 

The Korea 

Society of 

Hypertension 

Republic 

of Korea 

2013 

2 The Clinical 

management of 

primary hypertension 

in adults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United 

Kingdo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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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3 ESH/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rterial hypertension 

ESH(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 

and 

ESC(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U 2013 

4 2014 Evidence-Based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High 

Blood Pressure in 

Adult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NC8(the Eighth 

Joint National 

Committee) 

United 

State of 

America 

2013 

5 Nursing Management 

of hypertension 

RNAO(Registere

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Canada 2005 

 

(2) 고혈압 관리의 중재내용 추출 

5개의 임상실무지침 중 4개는 의사의 고혈압 진단 및 고혈압 약제 

사용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영역은 본 연구의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재 가능한 영역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간호 및 자가관리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중재를 

고려하여 고혈압 관리의 중재항목과 중재의 목표, 치료의 목표 수치를 

도출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중재 항목과 목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고혈압 관리는 개인의 신체 사회적 정보 수집을 

통한 목표 설정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약물정보 제공과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및 평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위한 중재와 

기록관리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중재 항목과 각 항목의 중재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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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Intervention standards(Bolton, 2005) 

Category  Target 

Lifestyle 

intervention 

Diet Sodium intake 65-100mmol/day 

 Healthy 

Weight 

BMI<25 

waist circumference <102cm(men)  

waist circumference <88cm(women) 

 Exercise dynamic exercise(more than moderate effort) 

>30-60minutes, 4-7 times/week 

 Alcohol maximum of 2 standard drinks/day or 14 

standard drinks/week(men) 

maximum of 1 standard drink/day or 9 

standards drinks/week(women) 

 Smoking smoking cessation 

 Stress to learn how to cope with stress effectively 

Susceptability scale<30 

Medications  Obtaining clients' medication history 

Providing education about medications that 

are prescribed for clients 

Monitoring and Follow-up Receiving appropriate follow-up 

Documentation Documenting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client and healthcare team 

 

다음으로, 대상자의 고혈압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치료의 목표가 되는 수축기 혈압을 환자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목표혈압을 추출하였다(Table 3).  

 

Table 3. Blood pressure target(Dennison-Himmelfarb, 2013) 

Characteristics of patient 

Target 

Systolic blood 

pressure 

Under 60-year-old patient 140mmHg 

Over 60-year-old patient with underlying disease 140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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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60-year-old patient without underlying disease 150mmHg 

 

   가령 임상실무지침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모든 고혈압 환자는 목표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60세 미만의 

환자보다 치료의 목표를 높게 설정해 150mmHg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60세 미만의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140mmHg를 목표로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만성 신장질환 및 당뇨만이 

해당 기저질환에 포함된다(Dennison-Himmelfarb, 2013). 

(3) 개발 단계별 영역 정의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과학의 Web-Roadmap 개발 단계별 

영역정의(정병권, 2002)를 참고하여 그림(Figure 5)과 같이 단계별로 

데이터영역, 프로세스 영역, 인터페이스 영역을 정의하고 계획, 분석, 

설계, 구현의 산출물을 계획하였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거쳐 데이터 묶음 별 데이터사전을 개발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개체로 분류하여 관계로 표현한 

개체관계다이어그램을 구성해 구현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였다.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임상실무지침의 지식을 분석하여 설계 단계에서 

알고리즘으로 구조화하고 코딩을 거쳐 구현하였다. 인터페이스 

영역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필수 기능을 분석하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 UI를 설계해 

구현하였다. 시스템 평가로는 두 가지 평가를 시행하였다. 우선 지식 

평가에 해당하는,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를 시행하고 사용성 

평가로는 위해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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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ypertension management application development process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분석 

(1) 데이터 영역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추출한 지식을 분석하여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이를 분류한 뒤 상세화하여 데이터 

사전으로 명시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입력데이터와 계산된 데이터로 

분류한 뒤 각 데이터의 종류, 표현 값과 단위를 명시한 데이터사전으로 

상세화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환자의 초기정보, 혈압정보, 복약정보, 생활습관정보, 

설정정보로 이루어져있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이메일 

주소와 성별, 생일, 키, 당뇨나 신장질환 진단여부 및 마지막 병원 

방문일과 다음 병원 방문일이 초기 정보에 해당된다. 혈압 정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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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정일과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포함된다. 복약 정보에는 약 이름, 

처방량, 처방 시간, 처방 횟수, 실제 복용량과 복용 시간이 포함된다. 

생활습관정보에는 소금섭취, 체중, 운동, 복부둘레, 흡연, 음주, 스트레스 

데이터가 포함된다. 소금섭취량은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고염섭취군과 저염섭취군을 구별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식행동 

점수지표(손숙미, 2006)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트레스는 5문항으로 

구성된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Korean vers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강문국, 2007). 설정 정보에는 

알림 상태와 시간, 비밀번호 설정 여부와 비밀번호 정보가 포함된다. 

 계산된 데이터에는 환자의 기본정보로부터 계산된 목표 체중 및 

복부둘레와 환자의 생활습관정보로부터 계산된 소금섭취점수, 

스트레스점수, 평균혈압 및 일간, 주간, 월간 복용율이 포함된다. 

 (2) 프로세스 영역 

프로세스 영역의 분석에서는 시스템에 필요한 규칙을 추출하였다. 

즉 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혈압 

중재의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고혈압 관리의 

항목별 목표를 결정하는 목표규칙 8개와, 정해진 목표와 대상자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지권고와 개선권고를 결정하는 규칙 20개를 

추출하였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각각 알고리즘으로 표현될 것이다. 

목표 규칙 8개를 다음 표(Table 4)에 정리하였다. 혈압 목표를 

결정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칙을 해석하면, 6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없으면 고혈압 관리의 목표 수축기 혈압은 150mmHg이고, 

그 외의 경우, 즉 60세 미만인 모든 경우와 6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의 목표 수축기 혈압은 140mmHg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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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ules of planning targets 

Target 

Category 

Rules of planning targets 

BP target IF over 60-year-old and no underlying disease THEN 

target systolic BP=150mmHg 

  ELSE target systolic BP=140mmHg 

Exercise 

target 

Target exercise= exercise frequency=4times/week and 

exercise time=60min and exercise intensity=moderate 

effort 

Alcohol 

restriction 

target 

IF male and weight>60kg THEN target Alcohol restriction 

target=2glasses/day and 14glasses/week 

  ELSE target Alcohol restriction target=1glasses/day and 

9glasses/week 

Weight target Target Weight=25*height(m) ² 

Waist 

circumference 

target 

IF male THEN target Waist circumference=102cm 

  ELSE target Waist circumference=88cm 

 

(3) 고혈압 관리 온톨로지 및 고혈압 관리 맞춤 권고안 구성 

데이터 영역의 분석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프로세스 영역의 분석에서 

추출한 규칙을 통합하여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의 고혈압 관리의 

내용을 간호 과정의 개념에 따라 구조화하여 고혈압 관리 온톨로지로 

나타내고, 임상실무지침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권고안을 

추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고혈압 관리의 내용을 

간호 과정의 개념에 따라 의미론적 연관관계로 구축한 고혈압 관리 

온톨로지로 나타냈다. 이전 연구(Kim, 2013)에서 개발된 간호과정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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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ntology of hypertension management 

 

고혈압 관리 온톨로지는 크게 세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상위 수준은 데이터, 판단, 행동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음 수준인 간호과정 수준에서, 사정 및 평가 단계의 정보, 진단과 

계획에 해당하는 판단, 수행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가장 하위 수준인 분석 카테고리에서는 각 단계의 데이터 연결성을 

보여준다. 우선 사정 단계에서 대상자의 혈압 정보, 복약정보, 생활습관 

정보를 수집한다. 사정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간호 진단 

단계에서 대상자의 혈압, 복약, 생활습관의 준수/미 준수를 진단한다. 

이후 계획 단계에서는 고혈압 관리를 위한 혈압, 복약, 생활습관 관리의 

목표를 설정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상자 

별 맞춤 혈압, 복약, 생활습관관리 권고안을 제공하고 약물정보에 대한 

교육 및 복약 알림을 통해 중재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 

대상자의 혈압 정보, 복약정보, 생활습관 정보를 다시 수집해 간호 

중재의 결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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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프로세스영역 

분석을 통해 도출된 규칙을 통합하여 혈압, 소금섭취, 운동, 음주, 흡연, 

체중, 복부둘레 항목에 대해 각각 유지권고와 개선권고 2개씩과 

스트레스 항목에 대해 스트레스 평가 저,중,고에 해당하는 3개 권고안을 

합하여 총 17개를 개발하고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받았다. 권고문 

목록은 중재항목 별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규칙과 대상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권고문으로 구성하였다. 권고문은 대상자의 진단 결과를 

포함하는 평가부분과, 임상실무지침이 제안한 권고의 근거내용을 

포함하는 권고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개별 대상자 별로 맞춤 목표, 맞춤 평가, 맞춤 권고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중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대상자 데이터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절한 것이 제공된다. 

다음 표(Table 5)는 작성된 권고안의 일부로, 운동 권고안 목록과 

소금섭취 권고안 목록이다. 

 

Table 5. Recommendations of exercise and sodium intake 

Category Rule Recommendation 

Exercise IF exercise 

frequency≥4times/week 

and exercise time≥60min 

and exercise intensity 

≥moderate effort 

당신은 운동횟수 ()회, 시간()분, 

강도()로, 목표 운동량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목표 운동량을 지키세요. 

ELSE 당신은 운동횟수 ()회, 시간()분, 

강도()로,(운동횟수/운동시간/운동

강도) 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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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적절한 운동만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5-

7mmHg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권고량에 따라 운동을 해보세요. 

Sodium 

intake 

IF sodium scale <5 저염 식이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염 식이는 정상 범위로 낮아진 

혈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저염 식이를 유지하세요. 

IF Q6=1 or  Q8=1 소금이나 간장 추가는 삼가세요. 

IF Q7=1 or Q11=1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IF Q5=1 or Q12=1 젓갈, 장아찌류는 줄여보세요. 

IF sodium scale ≥ 5 고염 섭취 군에 해당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압의 

상승할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이미 높아진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IF Q6=1 or  Q8=1 소금이나 간장 추가는 삼가세요. 

IF Q7=1 or Q11=1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IF Q5=1 or Q12=1 젓갈, 장아찌류는 줄여보세요. 

 

(4) 인터페이스 영역 

인터페이스영역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환자의 건강 신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건강관리 접근성을 증대시키며, 환자-의료 

제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기능을 추출하고 이를 

사용자와 시스템, 사용사례를 표현하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사용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9가지 기능이 도출되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목적으로 한 특징적인 기능은 권고, 교육, 기록 및 알림이다. 

첫째, 권고 기능은 대상자의 혈압과 생활습관 관리에 대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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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관리 목표치 및 임상실무지침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권고 문장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근거 기반으로 관리 

상태를 평가 하고 맞춤형 목표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접근성을 

증대시키며 대상자에게 치료의 이점을 인식하게 하여 건강 신념을 

증진할 수 있다.  

둘째, 교육 기능은 대상자의 복용 약물에 대해 약물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항 고혈압제 약물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한 약물에 대해 약물의 이름, 성상, 제형, 

기전,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기록기능은 환자가 혈압 및 복용을 기록하게 하여 자가관리에 

참여시키고, 표 및 그래프 형태로 출력하여 관리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필요 시에는 이메일을 통해 의료진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환자-의료 제공자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알림 기능은 복약 시간 알림과 병원 방문일자 알림을 

제공한다.  복약 알림은 입력된 복약 시간에 환자에게 알림을 제공하여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원 방문일자 알림은 고혈압 추적 

관찰 및 약물 처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 방문 날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사용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9가지 기능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Table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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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ystem functions of hypertension management application system 

Name of Function Description of Function 

Join Visit and join the system 

Register Register the client to the system 

Input data Input client's initial data, medication data, BP data and 

lifestyle data 

View data View saved data in several ways 

Send data Send data by e-mail 

Set alarm Set medication time and hospital visiting date alarm 

Alarm Alarm medication time and hospital visiting date 

Recommend Give the client recommendations by evaluation  

Educate Educate information of medicine that the client takes 

 

이어서 필수 기능을 바탕으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Figure 7)을 

제작하였다. 이는 사용사례와 행위자, 그 사이의 연관을 보여준다. 먼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액터, 시스템 데이터를 저장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액터와 지식 내용이 저장된 지식데이터베이스 액터를 

식별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의 사용 사례를 타원 안에 표시한 뒤 각 

액터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연결선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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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Use-case diagram of hypertension management application 

 

사용자 액터가 시스템에 가입하면 시스템은 사용자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점선은 사용사례 간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항상 두 

사용사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이후 시스템은 그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출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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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해 본인이나 의료 제공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평가해 알림, 권고, 교육의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알림을 셋팅하면 시스템은 알림을 제공한다. 

지식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따라 사용자에게 

맞는 내용을 추출해 권고와 교육을 제공한다. 

 

3)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1)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에서는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Entity-Relation Diagram, Figure 8)을 작성하였다.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엔티티를 구분하고 이름 지은 뒤 그 관계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은 크게 환자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도메인과, 시스템의 지식 데이터가 저장되는 지식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데이터 도메인에서, 환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그 내용과 변동 

속도에 따라 ‘Client’로 시작하는 이름의 엔티티 테이블로‘Client 

data’, ‘Client data initial’, ‘Client data BP’, ‘Client data 

medication’, ‘Client data lifestyle’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 중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Client data’, ‘Client data 

initial’테이블은 초기 입력 이후 자주 변동되지 않는 데이터이다. 

나머지 왼쪽에 위치하는 ‘Client’테이블은 시스템 사용에 따라 자주 

변하는 값들에 대한 테이블이다. ‘Client’ 테이블들은 서로 ‘User 

No.’라는 주 식별자(Primary key)를 통해 각 테이블이 관계할 때 

식별이 가능하다. ‘Medication record’ 테이블은 스스로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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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식 엔티티의 테이블로, 환자의 ‘Medicine ID’라는 주 

식별자로‘Client data medication’테이블과 식별관계를 이룬다. 

‘Client data medication’테이블은 계획된 복용 시간, 빈도, 양 및 

약물정보를 포함하는 연결 페이지의 주소를 저장하는데 반해 

‘Medication record’ 테이블은 실제 환자가 해당 약물을 복용한 날짜, 

시간, 양 및 복용성취율을 저장하므로 테이블을 구분하였다. 

지식 도메인 에서는 ‘knowledge’라는 이름으로 구분되는 

‘Target knowledge’, ‘Evaluation knowledge’, 

‘Recommendation knowledge’ 엔티티에 대한 테이블을 작성하였다. 

이는 각각 목표, 평가, 권고의 내용을 포함하여‘Tailored 

recommendation’테이블과 식별 관계를 이루어 대상자 개개인의 맞춤 

권고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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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ntity-relation diagram of hypertension management application 

 

(2) 프로세스 영역 

프로세스 영역의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추출한 지식을 

알고리즘의 형태로 상세화하였다. 중재 항목의 목표를 결정하는 

목표규칙 8개와, 항목 별 유지권고와 개선권고를 결정하는 규칙 20개를 

종합 하여 8개의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였다. 중재 항목별로 규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 유지권고와 개선권고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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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Waist circumference evaluation algorithm 

 

한 예로, 위 그림(Figure 9)은 복부둘레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대상자가 복부둘레를 입력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단한 뒤 남성의 

경우 복부둘레가 102cm 미만인 경우 복부둘레에 대한 유지 권고안이 

출력된다. 여성의 경우 복부둘레가 88cm 이상이라면 복부둘레 개선 

권고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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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odium intake evaluation algorithm 

 

위 그림(Figure10)의 소금섭취량 평가 알고리즘의 경우는 

소금섭취량을 평가하는 질문에 답하면 각 질문 점수에 따라 권고안이 

출력된다. 우선 소금섭취량 총점이 입력되어 5점 미만인 경우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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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군에 해당하는 유지권고안이, 5점 이상인 경우 고염 섭취군에 

해당하는 개선 권고안이 출력된다. 그리고 각 질문에 따라 추가 

권고사항이 제공된다. 즉 대상자가 총점 5점 미만으로 저염 섭취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6번 질문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에 예로 대답한 경우에는 추가 권고문이 생성된다. 즉 ‘저염 

식이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염 식이는 정상 범위로 낮아진 혈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저염 식이를 

유지하세요.’권고문에 추가로‘다만 소금이나 간장 추가는 

삼가세요’라는 추가 권고가 제공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와 같은 9개의 알고리즘이 대상자의 시스템 메뉴 선택에 따라 

작동하여 대상자 별 맞춤 권고안을 제공한다. 

(3) 인터페이스 영역 

인터페이스 영역의 설계에서는 총 34개의 UI의 레이아웃을 

설계하였다. 분석단계에서 추출한 필수 기능을 바탕으로 메뉴 중심 접근 

방법을 택하였다. 사용자의 편의와 필수기능의 구현을 고려해 메뉴를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고, 디자인 및 화면에 포함될 내용을 작성하였다.  

 

4)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구현 

(1) 시스템 개발환경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은 전문 개발자의 도움으로 다음 

환경에서 구현되었다. 

첫째,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 Android SDK Platform 4.4.2 자바 

개발 툴인 JDK(Java Development Kit) 와 자바 개발 오픈소스 

프로그램 이클립스(Eclips)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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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MYSQL을 이용하였다. 

(2) 시스템 운영환경 

시스템의 운영환경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2.3버전 

부터 4.4버전을 지원한다. 

(3) 시스템 UI 구현 

본 연구의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나의 기록, 혈압, 복약, 

생활습관, 설정의 다섯 가지 메뉴를 중심으로 총 34개의 UI로 

구현하였다. 다음 표(Table 7)는 UI번호 및 설명이다.   

 

Table 7. User interface description 

No. User interface description 
1 초기 화면 
2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안내 화면 
3 사용자 정보 입력 화면 
4 혈압 메인 화면 
5 혈압 권고문 화면 
6 혈압 데이터 조회 화면 
7 나의 기록 화면: 혈압 빛 복용 성취율 그래프 
8 나의 약물 관리 메인 화면 
9 복용 약물 선택 화면 
10 복용 용량, 횟수, 시간 설정 화면 
11 복용 약물 상세 페이지 
12 나의 복약 기록: 주간 기록 
13 나의 복약 기록: 월간 기록 
14 생활습관 관리 메인 화면 
15 소금섭취관리 질문 
16 소금섭취관리 권고 
17 체중관리 질문 
18 체중관리 권고 
19 복부둘레관리 질문 
20 복부둘레관리 권고 
21 운동관리 질문 
22 운동관리 권고 
23 음주관리 질문 
24 음주관리 권고 
25 금연관리 질문 
26 금연관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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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스트레스관리 질문 
28 스트레스관리 권고 
29 생활 습관 관리 종합 권고문 
30 설정 메인 화면 
31 알림 설정 화면: 병원 방문 예정일 및 복용 알림 설정 
32 앱 정보 화면 
33 데이터 메일 전송 화면 
34 비밀번호 설정 화면 

 

구현된 사용자 화면 중 주요 기능을 위주로 일부 화면에 대해 

살펴보겠다. 

 

 

Figure 11. UI 3 

사용자 정보 입력 화면 (Figure 11)에서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목표혈압 설정을 위한 성별, 생일, 보유질환을 입력하고 적정 

체중 계산을 위한 키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병원 방문 최근 날짜와 병원 

방문 다음 날짜는 기록 및 알림 설정을 위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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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UI 4                     Figure 13. UI 5 

혈압메뉴 메인 화면(Figure 12)에서는 환자의 나이와 당뇨 및 

신장질환 여부에 따라 계산된 고혈압 관리 목표혈압을 보여주고, 혈압을 

입력하고 입력한 혈압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다. 혈압을 

입력하면 최근 10개 데이터의 평균 수축기 혈압을 계산하여 목표혈압과 

비교한 권고문을 보여준다(Figure 13). 이 때, 이미 입력된 생활습관 

관리 내용이 있다면 개선 권고를 받은 항목에 대해 ‘더 유의하라’는 

권고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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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UI 6                    Figure 15. UI 7 

데이터 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간 별 혈압 데이터를 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다(Figure 14). 나의 기록 메뉴를 이용하면, 날짜에 따른 

혈압과 복용 성취율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다(Figure 15). 그래프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혈압과 복용 성취율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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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UI 8                   Figure 17. UI 9 

복약메뉴 메인 화면(Figure 16)은 상부의 ‘나의 약물관리’탭과 

‘나의 복약기록’탭으로 구성된다. ‘나의 약물관리’탭에서‘복용약물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고혈압 약물의 리스트(Figure 17)가 

제공된다. 고혈압 약물의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분류 상 ‘혈압 

강하제’로 분류되어 유통, 생산 중인 1361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선택하면 약물 이름이 나오고 우측에 

‘복용’버튼을 이용해 약물 복용 시 바로 버튼을 눌러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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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UI 11                 Figure 19. UI 13 

 

약 이름을 눌러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약물의 성분 명이 상단에 

표시되고 복용, 중단 밀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Figure 18). 하단 

버튼을 누르면 약물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나의 복약기록 메뉴로는 주간, 월간 복용 기록과 일간, 주간, 

월간 복용율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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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UI 14                  Figure 21. UI 22 

생활습관 관리 메뉴에서는 소급섭취관리, 체중관리, 복부둘레관리, 

운동관리, 음주관리, 금연관리, 스트레스관리를 이용하고 권고안을 한 

화면에 모아볼 수 있는 권고안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Figure 20). 각 

메뉴를 선택하면 각 항목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의 

답변이나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개인별 맞춤 권고안을 팝업으로 볼 

수 있다(Figure 21). 마지막 권고안 메뉴를 선택하면 각 항목의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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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UI 30                  Figure 23. UI 31 

 

설정 메뉴에서는 기본정보 수정, 알림 설정, 어플리케이션 정보확인, 

데이터 메일 전송, 비밀번호 설정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Figure 22). 

기본정보 메뉴로는 초기 등록 시 입력한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다. 

알림설정에서는 복용 약물 알림 설정 외에도 다음 병원 방문 예정일 

전일에 알림을 제공하는 병원방문예정일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Figure 

23). 앱정보 보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연구자에 대한 정보와 

정보 출처를 밝혔다. 데이터 메일 전송 메뉴로는 사용자의 혈압 및 약물 

복용 데이터를 텍스트파일 형태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어, 사용자 

본인이나 의료제공자에게 기록을 전달할 수 있다.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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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평가 

(1)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 

가. 평가자 특성 

성인간호학을 세부전공으로 한 간호대학 조교수(2명) 및 

간호과학연구소 선임 연구원(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자 

모두 임상 경력은 10년 이상이다. 다음 표(Table 8)는 평가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8. Characteristics of accuracy test evaluators 

No Major 
Level of 

education 

Work 

experience of 

RN 

Present 

occupation 
Career 

1 Adult 

Nursing 

Ph.D 10years Assistant 

professor 

2years 

2 Adult 

Nursing 

Ph.D 13years Assistant 

professor 

1year 

3 Adult 

Nursing 

Ph.D 12years Senior 

researcher 

3years 

 

나. 평가 결과  

7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복약관리, 소금섭취습관, 체중관리, 복부둘레 

관리, 운동습관, 음주습관, 흡연습관, 스트레스관리, 혈압관리 총 9개의 

항목의 권고안을 개방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평가자의 권고문을 

시스템에서 출력된 권고문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권고안의 주 

내용 즉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권고안이 제시하지 못한 상세 

권고를 제시한 항목이 있었으며 평가자들 간 그 내용이 유사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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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과 내용은 다음 표(Table 9)와 같다. 

  

Table 9. Result of accuracy test 

Category Recommendation difference 
Expert.

1 

Expert.

2 

Expert.

3 

음주 습관 1회량과 일주일 제한 량 모두 

코멘트 
O O 

 

소금섭취습관 문항의 답변에 따라 상세화  O O 
 

스트레스관리 전문가 상담 권고 O O O 

운동습관 운동 처방 권고 
  

O 

  

다.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음주 습관의 경우 시스템에서 일주일 총 음주량에 대한 권고 내용만 

있는 것에 비해 전문가의 권고안에는 1회 음주량과 일주일 총 음주량 

각각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의 권고안을 상세화하여 

‘하루 ( )잔 일주일에 ( ) 잔’으로 수정하였다. 

소금섭취습관 권고안에서는, 시스템의 권고안이 저염 식이군과 고염 

식이군을 구분하여 권고안 2가지를 준 데 반해, 평가자 2명에서 

소금섭취습관 평가 문항의 세부 내용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5에 대한 평가자 2의 권고안은 ‘고염 섭취군. 젓갈류 

섭취, 국물과 드레싱 섭취 줄이기 권고’로, 시스템의 기존 권고안인 

‘고염 섭취군에 해당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압의 상승할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이미 높아진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에 비해 상세화 되어있었다. 이에 따라 소금섭취습량 평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새로 구성해 권고안을 상세화 하였다. 평가 문항 

각각의 답변에 따라 추가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시나리오5의 

수정한 알고리즘에 따른 시스템 권고안은 기존 권고안에 ‘소금이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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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는 삼가세요.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가 추가되었다. 

스트레스 관리 권고에서는 시스템의 권고안이 중등도 스트레스 군과 

고 스트레스 군에 차이가 없었던 데 반해 세 명의 평가자 모두 고 

스트레스 군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유하여 해당 내용을 권고안에 

반영하였다. 

운동 습관의 경우 운동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안이 

있었으나 운동 처방이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임상실무지침에서 찾을 수 

없어 시스템 권고안 수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 

가. 평가자 특성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는 총 5명의 간호정보학 및 의료정보학 

전문가(박사 이상)가 시행하였다. 간호 정보학 전공자 3명, 의료정보학 

전공자 1명은 모두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의 전문가이며 

물리학 전공자 1명은 시스템 개발 경력 총 6년으로 간호정보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다음 표(Table 10)는 전문가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0. Characteristics of Heuristic Evaluators 

No Major Career Education 
Career of System 

Development 

1 Nursing Informatics Ph.D student 2years 

2 Nursing Informatics Ph.D student 3month 

3 Physics Ph.D student 6years 

4 Nursing Informatics Ph.D student 2years 4month 

5 Health Informatics Ph.D student 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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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결과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 결과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문제점 의견은 총 33개가 도출되었다. 휴리스틱1: 시스템의 가시성과 

모바일 기기의 보안성/추적 가능성 항목에 4개, 휴리스틱2: 시스템과 

실제 세계와의 비교 항목에서 6개, 휴리스틱3: 일관성과 연결성 

항목에서 5개, 휴리스틱4: 인체공학적이고 최소주의적 디자인에서 1개, 

휴리스틱5: 입력의 쉬움, 화면 가독성과 보기쉬움 항목에서 10개, 

휴리스틱6: 사용과 사용자화에서의 유연성과 효율성항목에서 2개, 

휴리스틱7: 미적, 사적 그리고 사회적 관례들 항목에서 1개 휴리스틱8: 

실제적인 오류관리 항목에서 4개의 의견이다. 다음 표(Table 11)는 

평가자 별, 항목별 사용성 문제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Table 11. Result of mobile heuristics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tot
al 

Heuristic 1 0 1 0 
1 
2 

3 4 

Heuristic 2 0 0 

1 
2 
4 
4 

3 3 6 

Heuristic 3 0 0 
3 
3 

1 
2 

2 5 

Heuristic 4 0 0 0 2 0 1 

Heuristic 5 1 
3 
3 
3 

1 
1 
1 
2 
2 
3 

0 0 10 

Heuristic 6 1 1 0 0 0 2 

Heuristic 7 0 0 1 0 0 1 

Heuristic 8 0 0 1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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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umber of 
comment 

2 5 15 7 4 33 

 

다.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중 심각성 수준 도구로 4점을 받은 항목 

3개와, 평가자 2명 이상에게서 발생한 문제 의견 7개를 합한 총 10개의 

문제 의견을 시스템 수정에 반영하였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선 내용을 다음 표(Table 12)에 정리하고, 심각성 수준 도구로 4점을 

받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괄호 안에 숫자4로 표시하였다. 

 

Table 12. System improvement contents 

Category Heuristic problem Improvement content 

입력 혈압 입력 범위가 부적절함(30-

300mmHg) 

혈압 입력 범위를 조정함 

수축기(70-200mmHg)  

이완기(50-120mmHg) 

 복부둘레 입력 단위(cm)가 익숙치 

않아 입력이 어려움 

복부둘레 입력 단위를 

cm에서 inch로 변경함 

 약물 등록을위한 리스트의 정렬이 

불편함 

고혈압 약물 리스트를 

가나다순으로 재정렬함 

 등록한 약물의 삭제 기능이 없음 

(4) 

복용 약물 삭제 기능을 

추가함 

출력 혈압그래프 및 복용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가로축에 기간을 표시함 

 혈압 데이터 출력의 순서가 이전 

날짜부터로 불편함 (4) 

혈압 데이터를 최근 혈압부터 

출력하도록 변경함 

 복용 기록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음 (4) 

복용 기간의 주간/월간 

기록에 날짜가 표시되도록 함 

알림 알림이 일정 시간 동안 꺼지지 알림 확인 후 어플리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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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진입 시 알림이 꺼지도록 함 

 복용 확인이 어려움 알림을 확인하면 바로 복용 

약물 화면으로 진입하도록 함 

복용 약물 이름 옆에 

'복용'버튼을 추가하여 확인히 

쉽도록 함 

보안 어플리케이션 잠금 기능이 요구됨 원하는 사용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잠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38명을 모집하였으나 9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여 총 

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9명 중 복약 순응도에 대한 설문에는 모두 

참여하였으나 19명 만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였다.  

대상자 전체 평균 연령은 56.0세로, 연령대별로는 50-59세가 

4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65.5%를 차지하였으며, 62.1%의 대상자가 대학교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전업으로 직업을 가진 경우가 62.1%에 달했고 대상자의 

62.1%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93.1%가 기혼상태였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72.4%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표는 다음(Table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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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 (n=29) 

Characteristics Value N(%) 

Age 30-49 8(27.6) 

 50-59 14(48.3) 

 60-79 7(24.1) 

Gender Male 19(65.5) 

 Female 10(34.5) 

Education None 2(6.9) 

 Middle school 1(3.4) 

 High school 8(27.6) 

 College and above 18(62.1) 

Occupation None 8(27.6) 

 Part time 3(10.3) 

 Full time 18(62.1) 

Religion Yes 11(37.9) 

 No 18(62.1) 

Marriage Single 2(6.9) 

 Married 27(93.1) 

Family format Couple 5(17.2) 

 Couple and children 21(72.4) 

 Couple and Parents 2(6.9) 

 Alone 1(3.4) 

 

2) 대상자의 고혈압 관련 특성 

대상자의 고혈압 관련 특성을 표(Table 14)로 정리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고혈압 진단 후 경과 기간은 106.2개월이고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기간은 평균 101.2개월로 나타났다. 79.3% 대상자가 

한가지의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89.7%가 1일 1회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고혈압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대상자는 

17.2%였다. 고혈압의 가족력을 가진 대상자는 전체의 55.2%였으며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65.5%의 대상자에게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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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Hypertension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n=29) 

Characteristics Value N(%)/M±SD 

Duration of 
hypertension(months)  

106.2±61.4 

Duration of use of 
antihypertensive drug (months)  

101.1±62.9 

Number of antihypertensive 
drug 

1 23(79.3) 

 
2 2(6.9) 

 
3 4(13.8) 

Medication frequency/day 1 26(89.7) 

 
2 3(10.3) 

Experience of side effects Yes 5(17.2) 

 
No 24(82.8)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Yes 16(55.2) 

 
No 13(44.8) 

Experience of education about 
hypertension 

Yes 19(65.5) 

 
No 10(34.5) 

 

3)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평가 결과, 지각된 유용성 점수는 19명의 

대상자에서 5점 만점에 3.7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의 고혈압 관리를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로 3.9점을 받았다. ‘나의 고혈압 관리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고혈압 관리를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다.’는 문항이 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항별 지각된 유용성의 평균 점수는 다음 표(Table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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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 of perceived usefulness score 

No. Items Mean 

1 나의 고혈압 관리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고혈압 관리를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다. 

3.5 

2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고혈압 관리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같았다. 

3.8 

3 나의 고혈압 관리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주는 것 같았다. 

3.4 

4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고혈압 관리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같았다. 

3.8 

5 어플리케이션이, 나의 고혈압 관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3.8 

6 어플리케이션이, 나의 고혈압 관리를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3.9 

 

사용자 만족도를 기능별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 그래프(Figure 

24)와 같다.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기능은 혈압 기록기능으로 

4.3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능은 기록 전송기능으로 3.1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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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Result of function satisfaction score 

 

4) 복약 순응도 사전 사후 평가 결과 

(1) 가설 검정 

연구 가설 : 대상군은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 사용 

전보다 복약 순응도가 향상될 것이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대상군의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Table 16)와 같다. 

 

Table 16. Result of pre-post modified morisky scale score 

 
Pre 

(M±SD) 

Post 

(M±SD) 
P-value 

Motivation  

sub score 
1.9±1.1 2.5±0.9 .001 

Knowledge 

sub score 
2.4±0.6 2.6±0.8 .018 

Total 

 MMS score 
4.2±1.3 5.2±1.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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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군은 유의수준 .05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 사용하기 

전보다 복약 순응도 점수가 4.2에서 5.2점으로, 유의하게(p=.001) 

향상되었다. 

복약 순응도 점수 중 동기점수와 지식점수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기점수와 지식점수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로서 대상군은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 사용 

전보다 복약 순응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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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1.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본 절에서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과정 중 지식 추출, 

시스템 개발 과정,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 및 모바일 휴리스틱평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지식 추출 단계에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에 포

함할 지식을 어떤 임상실무지침에서 어떤 범위까지 추출할 것인지 판단

이 필요하였다. 임상실무지침 발간기관의 신뢰도 및 발간연도에 따라 여

러 가지 임상실무지침을 선정한 후 의료제공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

식인 고혈압 진단과 고혈압 약물 치료는 제외하고, 고혈압 환자의 자가

관리에 필요한 목표혈압, 중재항목 및 기준, 권고안의 근거가 되는 지식

을 선정하였다. 자가관리의 목표혈압 관련지식은 가장 최근 자료인 

JNC8의 임상실무지침(Dennison-Himmelfarb, 2013)에서 연령 및 기

저질환 여부에 따른 목표혈압 관련지식을 추출하였다. 중재항목 및 기준

의 관련지식은 병원 환경이 아닌 자가관리 환경에서 가장 적용이 쉽게 

표현된 RNAO의 임상실무지침의 지식을 추출하여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 맞춤형 권고안의 근거자료가 되는 지식 또한 간호사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고내용으로 구성된 RNAO의 임상실무지침

(Bolton, 2005)에서 추출하였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는, 임상실무지침에서 추출한 지식 내용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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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을 거

쳤다. 텍스트로 되어있는 임상실무지침 내용에서 데이터 및 규칙을 추출

하여 사용자와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다. 이와 같이 임상

실무지침의 지식을 컴퓨터 해석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은 임상 전문

가와 컴퓨터 개발자의 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Tu, 2007). 그러므로 

임상실무지침 기반의 모바일 시스템 개발을 위해 특성화된 지식 모델링 

도구 및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이 시스

템이 제시한 권고안보다 더 상세하였다. 그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전

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을 참고하여 좀 더 정교한 맞춤 권고안을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구현한 후 정확도 평가를 시행하여 맞춤

형 권고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시 코딩작업을 하였다. 만약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지식베이스에 대한 임상전문가 평가를 시행한다면 코딩 

작업을 여러 번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에서는, 간호 정보학과 의료 정보학 전공자 및 

타 전공의 평가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명의 평가자가 아무런 사용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어떤 휴

리스틱 항목에 대하여 다른 한 명의 평가자는 6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평가자 별로 사용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휴리스틱 항목과 제기

한 문제의 개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에서는 전문가

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박주환, 2012) 하였듯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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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 것이 어플리케이션

의 사용성 문제 도출에 유용하였다.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본 연구는 고혈압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였을 뿐 아니라, 복약 

순응도를 조사하여 시스템의 적용 효과를 평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발된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평가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로 평가하였고 적용효과는 복약 순응도로 평가하였다. 이 

절에서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4주동안 사용하게 한 후 조사한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계 및 복약 순응도로 나누어 연구 결과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된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7점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보통 

이상 수준의 유용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1989)의 연구에 

따르면 시스템의 수용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상관관계를 보여(Davis, 

1989), 비록 본 연구에서 시스템의 수용성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들이 고혈압 어플리케이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각된 유용성 문항 중‘어플리케이션이 고혈압 관리에 유용한 것 

같다’는 항목이 3.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고혈압 관리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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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는 문항과 ‘고혈압 관리를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문항은 각각 3.4점, 3.5점을 부여하여 어플리케이션이 고혈압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의 혈압 및 

복약 기록기능에 각각 4.3점, 3.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적응에 대한 

이전 연구(Leijdekkers, 2012)에서 만성질환 대상자들이 기록 기능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러한 기능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기록하고 모니터 

해야하는 만성질환 대상자들에게 특히 적합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사용자 만족도에서 약물정보 확인기능도 3.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시각 정보를 포함한 최신 약물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의 질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DeLone, 

2003) 본 연구에서 잘 구축한 지식 베이스로 양질의 약물 정보를 

제공한 것에 사용자들이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용자들은 기록 전송기능에 대해 낮은 사용자 만족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록 전송기능의 목적은 

본인의 기록의 보관뿐 아니라 의료진에게 전송하여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사용자의 혈압 

기록을 표와 그래프 형태로 관리해주고, 혈압과 생활습관에 따른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해주고, 약물 복용에 대하여 분석 해주고 있어, 

의료진에게 기록을 전송하여 피드백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기록 

전송기능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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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용성 평가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고혈압 관리에 유용하나 

효율적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은,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서 혈압 및 복약 

가록 기능과 같은 모니터링 기능에는 만족하나 과거에 수행하지 않던 

혈압 및 복약기록 행위가 추가되어 혈압관리 효율성 측면에 만족도가 

낮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 적용의 효과를 복약 순응도로 평가한 

결과,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복약 순응도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 사후 조사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복약 

순응도 측정에서 4주동안 3명 중 9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여 

탈락편향(attrition bias, Polit, 2013)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복약 

순응을 잘 한 그룹은 탈락하지 않고 사후 설문조사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탈락하려 사후 설문조사에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전 검사를 통해 복약 순응도가 비슷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하여 

연구를 시행하면 더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 점 

 

논의 결과 본 연구는 임상실무지침을 기반으로 고혈압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효과까지 평가하였으나 실제 약물 

복용율, 생활습관 개선과 혈압의 변화와 같은 직접적인 환자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디지털 복약기기(김범준, 

2012)등을 이용하여 실제 복용율을 측정하여 복약 순응도를 평가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생활 습관의 개선 정도 및 혈압의 변화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73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임상실무지침을 기반으로 

고혈압 환자가 적절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혈압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지식으로는 임상실무지침을 사용하였으며, 고혈압 관리의 두 요인인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수 기능을 구성하였다.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식베이스의 정확도 평가와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를 시행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5점 만점에 

3.7점이었으며 사용자 만족도는 혈압 기록기능 4.3점, 복약 기록기능 

3.8점, 기록 전송기능 3.1점, 알림기능 3.2점, 권고안 제공기능 3.4점, 

약물정보 확인기능 3.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전 

후 복약 순응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복약 순응도가 

유의하게(p=.001)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환자의 고혈압 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임상실무지침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평가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적용한 뒤 그 효과까지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약물 복용율, 생활습관 개선, 

혈압의 변화와 같은 더 직접적인 환자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74 

참고 문헌 

 

강문국, 강윤식, 김장락, 정백근, 박기수, 감신, & 홍대용. (2007). 일부 

개원의사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 

예방의학회지, 40(2), 177-184. 

김성옥. (2011). 고혈압과 당뇨병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임상약학회지 [KCI 등재], 21(2), 81-89.  

김범준. (2012).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디지털 직접 복약 

관리시스템의 구축.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 7(5). 

김진현, 조수진, & 이은희. (2013).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널. 

대한고혈압학회. (2013). 대한 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 지침. 

박재현. (2006).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고혈압약 복약 순응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주환, 한성호, 박재현, 박원규, 김현경, & 홍상우. (20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평가 방법 비교 분석.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4-157.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2). 2012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 년도 (ISSN 2005-6362). 

손숙미, 박영숙, 임화재, & 김숙배. (2006). 대국민 저염섭취 영양사업을 

위한 사전조사. 가톨릭 대학교. 건강증진 사업 지원단. 

전은주. (2013). 임상실무지침기반 스마트폰 비만관리 어플리케이션 



 

 75 

개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병권, 김동수, 송재형, & 황종선. (2002). 웹 기반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방법론 개발과 적용.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8(2), 155-166. 

이원영, 홍연표, 김정희, 이연숙, 서혜진, 지남주. (2010).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효과 

평가(과제번호 2010E007170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원근. (2000).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최은만. (2010). 시스템 분석 설계 소개. UML을 활용한 시스템 분석 

설계(pp.33-34, 40-49). 파주:생능출판사.  

홍재석, & 강희정. (2010). 원저: 우리나라 성인 2 형 당뇨환자에서의 

외래 투약 순응도와 관련요인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2), 

128-143. 

Bertini, E., Gabrielli, S., & Kimani, S. (2006). Appropriating and 

assessing heuristics for mobile computing. In Proceedings 

of the working conference on Advanced visual interfaces 

(pp. 119-126). ACM. 

Bolton, C. (2005). Nursing management of hypertension. Nursing 

best practice guideline: Shaping the future of nursing, 45-

46. 

Borzecki, A. M., Oliveria, S. A., & Berlowitz, D. R. (2005). Barriers 

to hypertension control. American heart journal, 149(5), 

785-794 



 

 76 

Bryan, C., & Boren, S. A. (2008).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electronic clinical decision support tools in the 

ambulatory/primary care sett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Informatics in primary care, 16(2).  

Case Management of Society of America. (2007). 복약 순응도 

높이기- Case Management Adherence Guidelines 2.0. 

(한국사례관리연구회, Trans). 서울: 현문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319-340.  

Delone, W. H. (2003). The DeLone and McLean model of 

information systems success: a ten-year updat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4), 9-30. 

Dennison-Himmelfarb, C., Handler, J., Lackland, D. T., LeFevre, M. 

L., MacKenzie, T. D., Ogedegbe, O., & Ortiz, E. (2013). 

2014 Evidence-Based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High Blood Pressure in Adults Report From the Panel 

Members Appointed to the Eighth Joint National Committee 

(JNC 8). 

Goud, R., Jaspers, M. W., Hasman, A., & Peek, N. (2008). 

Subjective usability of the CARDSS guideline-based 

decision support system.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 136, 193. 



 

 77 

Goud, R., van Engen-Verheul, M., de Keizer, N. F., Bal, R., Hasman, 

A., Hellemans, I. M., & Peek, N. (2010). The effect of 

computerized decision support on barriers to guideline 

implementation: a qualitative study in outpatient cardiac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79(6), 430-437.  

Graham, R., Mancher, M., Wolman, D. M., Greenfield, S., & 

Steinberg, E. (Eds.). (2011).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 

can trust. National Academies Press. 

Haynes, R. B., Ackloo, E., Sahota, N., McDonald, H. P., & Yao, X. 

(2008). Interventions for enhancing medication adherenc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2). 

Ho, P. M., Bryson, C. L., & Rumsfeld, J. S. (2009). Medication 

adherence its importance in cardiovascular outcomes. 

Circulation, 119(23), 3028-3035. 

Intercontinental Marketing Service Institute: Healthcare Informatics. 

(2013). Patient Apps for Improved Healthcare.  

Kim, H. Y., Park, H. A., Min, Y. H., & Jeon, E. (2013). Development 

of an Obesity Management Ontology Based on the Nursing 

Process for the Mobile-Device Domain.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6). 

Klasnja, P., & Pratt, W. (2012). Healthcare in the pocket: Mapping 

the space of mobile-phone health interventions.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45(1), 184-198. 



 

 78 

Latoszek-Berendsen, A., Tange, H., van den Herik, H. J., & Hasman, 

A. (2010).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o computer-

interpretable guidelines. Methods Inf Med, 49, 550-570.  

Leijdekkers, P., & Gay, V. (2012). User adoption of mobile apps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a case study based on 

myfitnesscompanion®. In Impact Analysis of Solutions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pp. 42-49). 

Springer Berlin Heidelberg. 

Martínez-Pérez, B., de la Torre-Díez, I., López-Coronado, M., & 

Herreros-González, J. (2013). Mobile Apps in Cardiology: 

Review. JMIR mhealth and uhealth, 1(2), e15. 

Martins, S. B., Lai, S., Tu, S., Shankar, R., Hastings, S. N., Hoffman, 

B. B., & Goldstein, M. K. (2006). Offline testing of the 

ATHENA Hypertension decision support system knowledge 

base to improve the accuracy of recommendations. In AMIA 

Annual Symposium Proceedings (p. 539).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McAlister, F. A., Campbell, N. R., Zarnke, K., Levine, M., & Graham, 

I. D. (2001).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in Canada: a 

review of current guidelines, their shortcom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64(4), 517-522. 

Narkiewicz, K., Redon, J., Zanchetti, A., Böhm, M., Christiaens, T., 

Cifkova, R., & Tendera, M. (2013). 2013 ESH/ESC 



 

 7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rterial hypertension: 

The Task Force for the management of arterial 

hypertension of the 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 

(ESH) and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Eur Heart J.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2004). The 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NIH publication, (04-5230).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2011). Clinical 

management of primary hypertension in adults.  

New England Healthcare Institute. (2009). Thinking outside the 

pillbox: A system-wide approach to improving patient 

medication adherence for chronic disease. New England 

Health Care Institute. 

Nielsen, J. (1994). Heuristic evaluation. Usability inspection 

methods, 17, 25-62. 

Peek, N. (2011). Guideline-Based Decision Support System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Peterson, A. M., Takiya, L., & Finley, R. (2003). Meta-analysis of 

trials of interventions to improve medication adherence. 

American Journal of Health-System Pharmacy, 60(7), 

657-665. 

Peleg, M. (2013). Computer-interpretable clinical guidelines: A 



 

 80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46(4), 744-763. 

Polit, D. F., & Beck, C. T. (2013). Essentials of nursing research.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Rife, K. M., Ginty, S. E., Hohner, E. M., Stamper, H. R., Sobota, K. F., 

& Bright, D. R. (2012). Remember Your MEDS: Medication 

Education Delivers Success. Innov. Pharm, 1(67), 1-6. 

Rogers, S. (2012). Case Management Adherence Guide 2012. 

CMSA Today, 7, 8-13.  

Song, J., Kim, J., Jones, D. R., Baker, J., & Chin, W. W. (2014). 

Application discoverability and user satisfaction in mobile 

application stores: An environmental psychology 

perspective. Decision Support Systems, 59, 37-51.  

Torgan, C. (2009). The mHealth summit: local & global converge. 

Washington DC.  

Tu, S. W., Campbell, J. R., Glasgow, J., Nyman, M. A., McClure, R., 

McClay, J., & Abarbanel, R. M. (2007). The SAGE Guideline 

Model: achievements and overview.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14(5), 589-598.  

 

 

 



81 

 

부록 1.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권고안 목록 

Catego
ry 

Rules Recommendations 

혈압 IF mean 
BP=<target BP 

E1당신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 )mmHg로, 목
표 수축기 혈압( )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IF lifestyle 
evaluation exists 

R1지금처럼 관리를 유지하되 (복약/소금섭취/운
동/음주/흡연/스트레스/체중/복부둘레) 관리에 
더 유의하세요.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상세 권
고를 볼 수 있습니다. 

 IF no lifestyle 
evaluation 

R0복약관리와 생활습관 관리는 장기적인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복약관리 및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메뉴가 있으
니 이용해보세요. 

 IF mean 
BP>target BP 

E2당신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 )mmHg로, 목
표 수축기 혈압( )보다 혈압이 높습니다.  

 IF lifestyle 
evaluation exists 

R2(복약/소금섭취/운동/음주/흡연/스트레스/체중
/복부둘레) 관리에 더 유의하세요.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상세 권고를 볼 수 있습
니다. 

 IF no lifestyle 
evaluation 

R0복약관리와 생활습관 관리는 장기적인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복약관리 및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메뉴가 있으
니 이용해보세요. 

소금섭
취 

IF 식행동 점수지
표 <5점 

E6저염식이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R6저염식이는 정상 범위로 낮아진 혈압을 유지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저염식이를 유지하세요. 

 IF Q6=1 or  
Q8=1 

R6-1소금이나 간장 추가는 삼가세요. 

 IF Q7=1 or 
Q11=1 

R6-2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IF Q5=1 or 
Q12=1 

R6-3젓갈, 장아찌류는 줄여보세요. 

 IF 식행동 점수지
표 >=5점 

E7고염 섭취군에 해당합니다. 

  R7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압의 상승할 위
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이미 높아진 혈압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IF Q6=1 or  
Q8=1 

R7-1소금이나 간장 추가는 삼가세요. 

 IF Q7=1 or 
Q11=1 

R7-2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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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Q5=1 or 
Q12=1 

R7-3젓갈, 장아찌류는 줄여보세요. 

운동 IF 운동량 횟수>4
회/주 and 시간
>60분/회 and 강
도>보통의 노력 

E8당신은 운동횟수 ()회, 시간()분, 강도()로, 
목표 운동량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R8적절한 운동은 혈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
니다.  
지금처럼 목표 운동량을 지키세요. 

 IF 운동량 횟수
<=4회/주 or 시간
<=60분/회 or 강
도<보통의 노력 

E9당신은 운동횟수 ()회, 시간()분, 강도()로, 
(운동횟수/운동시간/운동 강도) 가 부족합니다. 

  R9당신의 (운동횟수/운동시간/운동 강도)가 목
표량보다 부족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적절한 운
동만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5-
7mmHg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권고량에 따라 
운동을 해보세요. 

음주 IF 알코올 섭취량 
<=target 음주제
한량 

E10당신의 알코올 섭취량은 하루 ( )잔 일주일
에 ( ) 잔으로 제한량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R10제한량 미만의 알코올 섭취는 혈압조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알콜섭취 제한량
을 지키세요. 

 IF 알코올 섭취량 
> target 음주제한
량 

E11당신의 알코올 섭취량은 하루 ( )잔 일주일
에 ( )잔으로 제한량을 초과했습니다. 

  R11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킵니
다. 당신의 알코올 섭취 제한량을 지키세요. 

흡연 IF 흡연량=0 E12금연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R12금연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율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처럼 금연하세요. 

 IF 흡연량>0 E13금연을 지키지 못하고 흡연중입니다. 

  R13금연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율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년만 금연해도 심혈관계질환 위험율이 50% 
감소합니다. 꼭 금연하세요. 

스트레
스 

IF BEPSI-K <= 
1.6 

E16스트레스 지수가 ( )점으로, 스트레스를 느
끼는 정도가 저스트레스군에 해당합니다. 

  E16스트레스는 신체기능이나 건강결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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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1.8 <= 
BEPSI-K <= 2.6 

E15스트레스 지수가 ( )점으로, 스트레스를 느
끼는 정도가 중등도 스트레스군에 해당합니다. 

  R15스트레스는 신체기능이나 건강결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지수 1.6미만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
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IF BEPSI-K >= 
2.8 

E14스트레스 지수가 ( )점으로, 스트레스를 느
끼는 정도가 고스트레스군에 해당합니다. 

  R14스트레스는 신체기능이나 건강결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지수 1.6미만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
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중 IF 체중 < target 
체중 

E17당신의 몸무게는 ( )kg로, 적정 체중( )kg 
미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R17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감소를 위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IF 체중 >= target 
체중 

E18당신의 몸무게는 ( )kg로, 적정 체중( )kg
를 ( )kg 초과하였습니다.  

  R18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감소를 위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BMI유지를 위해 목표 체중까지 감량이 
필요합니다. 

복부둘
레 

IF 복부둘레 < 
target 복부둘레 

E19당신의 복부둘레는 ( )cm로 적정 복부둘레
( )cm미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R19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감소를 위해 적절한 
복부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적정 복부둘레를 유지하세요. 

 IF 복부둘레 >= 
target 복부둘레 

E20당신의 복부둘레는 ( )cm로 적정 복부둘레
( )cm미만을 ( )cm 초과하였습니다. 

  E21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감소를 위해 적절한 
복부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부둘레를 적정 복부둘레( )cm까지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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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평가 알고리즘 

 

2-1. 혈압 평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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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금섭취 평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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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체중 평가 알고리즘 

 

2-4. 복부둘레 평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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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운동 평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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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음주량 평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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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흡연 평가 알고리즘 

 

2-8. 스트레스 평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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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화면 

사용자 화면 목록 

No. UI description 
1 초기 화면 
2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안내 화면 
3 사용자 정보 입력 화면 
4 혈압 메인 화면 
5 혈압 권고문 화면 
6 혈압 데이터 조회 화면 
7 나의 기록 화면: 혈압 빛 복용 성취율 그래프 
8 나의 약물 관리 메인 화면 
9 복용 약물 선택 화면 
10 복용 용량, 횟수, 시간 설정 화면 
11 복용 약물 상세 페이지 

11-1 링크된 웹기반 약물 정보 상세 페이지 
12 나의 복약 기록: 주간 기록 
13 나의 복약 기록: 월간 기록 
14 생활습관 관리 메인 화면 
15 소금섭취관리 질문 
16 소금섭취관리 권고 
17 체중관리 질문 
18 체중관리 권고 
19 복부둘레관리 질문 
20 복부둘레관리 권고 
21 운동관리 질문 
22 운동관리 권고 
23 음주관리 질문 
24 음주관리 권고 
25 금연관리 질문 
26 금연관리 권고 
27 스트레스관리 질문 
28 스트레스관리 권고 
29 생활 습관 관리 종합 권고문 
30 설정 메인 화면 
31 알림 설정 화면: 병원 방문 예정일 및 복용 알림 설정 
32 앱 정보 화면 
33 데이터 메일 전송 화면 
34 비밀번호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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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1                                       UI2 

                        

UI 3                                       UI 4 

                                       



92 

 

UI 5                                       UI 6 

                                           

UI 7                                       UI8 

                                           



93 

 

UI 9                                       UI 10 

                                           

UI 11                                      UI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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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12                                       UI 13 

                                            

UI 14                                       UI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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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16                                       UI 17 

                                            

UI 18                                       U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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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20                                       UI 21 

                                            

UI 22                                       UI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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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24                                      UI 25 

                                            

UI 26                                       UI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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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28                                      UI 29 

                                           

UI 30                                      UI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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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32                                      UI 33 

                                         

UI 3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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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지식베이스시스템의 정확도 평가지 

 

고혈압관리 어플리케이션 

지식기반 시스템의 오프라인 평가 

 

본 연구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고혈압 약물의 복약 

순응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 관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환자들의 고혈압 약물 복용, 

생활습관 관리를 비롯한 고혈압 관리를 돕고 어플리케이션이 복약 

순응도 향상에 유용한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기반 시스템의 오프라인 평가는 임상실무지침을 지식기반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을 때 시스템이 제공하는 권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환자의 데이터를 임상 전문가에게 제공했을 때와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각각의 권고사항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임상 전문가의 제안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수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시스템의 오프라인평가의 전체 평가 단계입니다. 

1. 환자 데이터 선정 

2. 가이드라인의 규칙 제시  

3.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임상전문가 선정 

4. 환자 데이터 제공/시스템 입력 

5. 임상전문가의 검토 

6. 임상 전문가와 시스템의 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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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성인간호학 전문가로서 본 평가를 의뢰 받았습니다. 

지식기반 시스템의 오프라인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고혈압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지식베이스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의 규칙과, 시스템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구성된 7개의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해당 사례를 검토할 것입니다. 전문가 본인의 경험 및 지식에 

따라 판단해 주시되, 시나리오에 제공된 데이터가 시스템 입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시스템에 적용한 규칙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검토한 뒤 각 항목마다 권고를 제안해주시면, 

연구자가 같은 시나리오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되는 것과 비교 검토 

하겠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분석한 뒤, 불일치 하는 케이스에 대하여 

귀하에게 질문하여 제안을 받고, 이를 종합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고혈압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임상실무 가이드라인 기반 규칙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관의 신뢰도 및 발간 년도, 지식 추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임상실무 가이드라인을 

선정했습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NHLBI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JNC), 

2004)  

2. The Clinical management of primary hypertension in adults 

(NICE,2011)  

3. 대한 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 (대한 고혈압 학회, 2013)  

4. Nursing Management of hypertension (RNAO,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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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도구는 사용자의 손쉬운 이용을 

위해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고혈압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규칙 

항목 규칙 

목표 

혈압 

고혈압 치료의 목표 혈압: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80세 이상의 노인에서 고혈압 치료의 목표 혈압: 수축기 혈압 

150mmHg 미만 

80세 이상으로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만성 신장질환을 

동반한 환자의 고혈압 치료의 목표 혈압: 140mmHg 미만 

약물 

복용 

목표 복약 미비율: 0% 

소금섭

취습관 

관리 

식 행동 점수지표 점수  5점미만: 저염섭취군 

식 행동 점수지표 점수 5점이상: 고염섭취군 

(식 행동 점수지표=각 문항 점수의 총합) 

식행동 점수 지표 예 아니
오 

1. 생체소보다는 김치를 더 좋아한다. 1 0 

2. 별미밥이나 덮밥 종류를 좋아한다. 1 0 

3. 서양식 요리보다 중국식, 일본식 요리를 
좋아한다. 

1 0 

4. 말린 생선이나 고등어 자반 같은 것을 
좋아한다. 

1 0 

5. 명란젓 같은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하다. 

1 0 

6. 음식 (나물 또는 탕 종류) 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1 0 

7. 국이나 찌개, 국수 종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 

1 0 

8. 튀김이나 전, 생선회 등에 간장을 듬뿍 
(음식이 잠길 정도로) 찍어 먹는다. 

1 0 

9.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다. 1 0 

10. 요리에 마요네즈나 드레싱을 곧잘 사용한다. 0 1 

11. 라면국물은 남긴다.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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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젓갈, 장아찌를 잘 먹지 않는다. 0 1 
 

체중과 

복부둘

레관리 

목표 체중 : BMI 25 미만 (BMI=weight(kg)/height(m)2) 

목표 복부둘레 남성: 102cm미만 여성: 88cm미만 

운동습

관 관리 

목표 운동횟수=4-7회/주, 시간60분/회, 강도=보통이상의 노력 

(세가지 기준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만 목표를 지킨 것으로 함) 

음주습

관 관리 

음주 제한량 

60kg이상의 남성: 술의 종류에 관계 없이 2잔/일, 14잔/주 

60kg미만의 남성 및 모든 여성: 술의 종류에 관계 없이 1잔/일, 

9잔/주 

흡연습

관 관리 

목표 흡연량: 금연 

스트레

스 관리 

스트레스 지수( BEPSI-K) 점수 1.6 이하 : 저스트레스군 

스트레스 지수( BEPSI-K) 점수 1.8 이상 2.6 미만 : 중등도 

스트레스군 

스트레스 지수( BEPSI-K) 점수 2.8 이상 : 고스트레스군  

(BEPSI-K량=다섯 문항의 점수 총합 나누기 5) 

1.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지난 한 달 동안,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4. 지난 한 달 동안,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 한 
적이 있습니까? 
5. 지난 한 달 동안, 항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5점 항상 있었다 4점 거의 언제나 있었다 3점 종종 여러 번 

있었다 2점 간혹 있었다 1점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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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시스템의 오프라인평가 시나리오 

다음의 시나리오를 읽고 각 항목별 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권고

안을 작성해 주십시오. 권고안은 환자가 해당 항목을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한 권고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안씨는 만55세 남성으로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다. 키는 

170cm 몸무게는 69kg로 BMI는23이다. 복부 둘레는 85cm으로 일주

일에 4번 보통 이상의 힘이 드는 줄넘기 운동을 1시간 반씩 시행한다. 

고혈압을 진단 받으면서 금연하였고 술은 일주일에 2번 맥주를 3잔씩 

마신다.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외식을 하거나 배달은 자주 시켜

먹으며 식 행동 점수지표 결과는 1점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스트레

스 정도를 평가하는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는 한가지 항목, 미래에 대

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 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만 종종 여러 번 

있다고 대답하여 저 스트레스 군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여 한 달 동안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복용했으며 매주 측정한 평

균 수축기 혈압은 135mmHg였다. 

복약관리권고  

소금섭취습관 관리권

고 

 

체중관리권고  

복부둘레 관리권고  

운동습관권고  

음주습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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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습관권고  

스트레스관리 권고  

혈압관리권고  

 

시나리오 2 

배씨는 기타 질환력이 없는 만 60세의 흡연중인 여성이다. 하루 3개피

의 담배를 피며 술은 일주일에 한번 소주 반 병(3잔)을 마신다. 키는 

150cm 에 몸무게는 56kg, 복부둘레는 89cm로 BMI는 25의 뚱뚱한 

체형이다. 일주일에 5회 30분씩 거의 힘이 들지 않는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지수는 2.2로 지난 한 달 동안 중등도의 스트레스를 느

낀 것에 해당한다. 생 채소보다는 김치를 좋아하고 말린 생선, 고등어자

반, 젓갈 류 등 짠 음식을 좋아한다. 국이나 찌개, 국수 종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으며 외식과 배달음식도 많이 먹어 고염 섭취군에 해당하는 

식 행동 점수지표 5점의 결과가 나왔다. 처방된 혈압 약은 일주일에 2

번정도는 복용을 잊어버리며 최근 한달 간 혈압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48mmHg 이다. 

 

시나리오 3 

서씨는 고혈압을 진단받은 만 81세 여성이다. 처방 받은 고혈압 약을 

잘 챙겨먹어 지난 한 달 동안 한번도 복용을 빠트린 적이 없다.  신장 

152cm 체중 48kg(BMI 복부둘레는 75cm 이다. 음식은 서양식보다 중

국식, 일본식 요리를 좋아하고 젓갈 류, 장아찌를 좋아하며 간장이나 드

레싱을 자주 사용하여 먹는다. 생 채소보다는 김치를 좋아하여 식 행동 

점수지표로는 7점의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가 많아 매일 막걸리를 2

잔씩 마시고 일주일에 5개피정도의 담배를 피운다. 지난 한 달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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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대해 물은 결과 살아가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

들다고 느낀 적,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

낀 적,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 한 적이 거의 언제나 

있었다고 답변하여 지수로는 3점이었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걷기 운동을 1시간 좀 넘게 하면서 평균 수

축기 혈압은 133mmHg  를 유지한다. 

 

시나리오 4 

도씨는 83세 남성 고혈압 환자로 178cm 에 90kg로 BMI 28이다. 복

부둘레는 110cm이다. 흡연은 하지 않으며 술은 소주를 일주일에 3번, 

1병(7잔)씩 마신다. 주 3회 달리기를 30분씩 하는데, 숨이 차고 땀이 

나도록 극도의 노력이 필요한 정도로 한다. 최근 한 달 동안 고혈압 약

은 10일정도 먹지 못했다고 하며 평균 수축기 혈압이 155mmHg였다. 

음식은 젓갈 류, 국물 류, 배달음식 종류나 간장, 드레싱 등의 소스를 

잘 먹지 않고 김치 덮밥종류만 좋아하는 정도로 식 행동점수지표는 2점

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거나 기

본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다거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불안한 감정

을 느끼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

며, 다만 간혹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해 스트레스지수 1.2로 저 스트레스 군에 해당했다. 

 

시나리오 5 

이씨는 85세 남성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아 각각의 약물을 복용 

중이다. 고혈압 약물은 하루 1회 먹으며 지난 한 달 동안 한번도 빠트

린 적이 없다. 운동은 매일 1시간씩 거의 힘이 들지 않는 걷기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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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신장 164cm에 체중은 59kg BMI는 21 이다. 복부둘레는 

80cm을 유지한다. 별미 밥, 덮밥 류를 좋아하며 말린 생선, 고등어자

반, 젓갈 류를 좋아하고 평소 음식에 간장, 마요네즈, 드레싱을 듬뿍 찍

어먹는다. 국물 류도 좋아하여 라면이나 국 찌개, 국수의 국물을 남김없

이 먹는 편으로 식 행동점수지표는 9점으로 고염 섭취 군에 해당했다. 

술은 하루 맥주 한 잔정도 마시며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운다. 지난 

한달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간혹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

들다고 느낀 적이 있으며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 한 

적이 있고, 거의 언제나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좌

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해 중등도 스트레스 군에 해당했다. 최근 

한 달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5mmHg 이다. 

 

시나리오 6 

오씨는 81세 여성 고혈압 환자로 만성 신장 질환도 진단받았다. 흡연은 

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고 스트레스 군에 속하며 소주를 하루에 

두 잔씩 일주일 내내 마신다.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 신체

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좌

절을 거의 언제나 느꼈다고 하며 항상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불안하

며, 간혹은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다고 느꼈다고 

답하여 스트레스지수가 3.2에 달했다. 약물 복용을 자주 잊어 지난 한 

달의 복약 미비율이 30%에 달하여 평균 수축기 혈압은 155mmHg였

다. 식이는 국물 류를 남기지 않고 먹으며 젓갈 류를 좋아하는 정도로 

식 행동점수지표는 4점에 해당하여 저염 섭취 군에 속한다. 등산을 일

주일에 한번 두 시간 하는데, 보통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정도이다. 신

장 153cm 체중 59kg 로 BMI는 25이며 복부둘레는 78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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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7 

조씨는 만 81세 남성으로 고혈압 환자이며 다른 진단받은 질병은 없다. 

매일 고혈압 약을 처방 받은 대로 먹어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잘 복용

했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체중은 59kg (키는 170cm 로 BMI 

20) 이며 복부둘레는 72cm이다. 담배를 하루에 반 갑씩 피면서 주말 

이틀 동안 양주를 다섯 잔씩 마셔서 일주일에  열 잔을 마신다. 스트레

스는 거의 없어 지난 한 달동 안의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의 모든 항목

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생 채소보다는 김치를 좋아하고 말린 생선이

나 고등어자반, 젓갈 류, 배달음식, 간장 및 드레싱을 좋아하여 식 행동

점수지표가 7점으로 고염 섭취 군에 해당한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8mmHg 로 유지되었다. 

 

◉ 평가자의 특성 

 

1. 귀하의 전공 및 최종학력, 주 연구 분야는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소속기관 및 직위를 알려주십시오. 

 

3. 임상 경력 및 현재 직업의 경력은 몇 년 입니까?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9 

 

부록5.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지 

 

고혈압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 

 

본 연구는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고혈압 약물의 복

약 순응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 관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환자들의 고혈압 

약물 복용, 생활습관 관리를 비롯한 고혈압 관리를 돕고 어플리케

이션이 복약 순응도 향상에 유용한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대상자에게 어

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전 어플리케이션이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

한 시스템 평가를 위해 진행됩니다. 귀하는 간호 정보학 및 의료 

정보학 전문가로 본 평가를 의뢰 받았습니다. 

모바일 휴리스틱 평가는 소규모 전문가들로 시스템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 개발 단계에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개발된 

휴리스틱 평가 10원칙을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특성화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아래 표에 설명된 휴리스틱의 정의를 읽고 고혈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신 뒤에 휴리스틱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

성 문제에 대해 심각성수준도구의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사용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항목에 따라 “특정 버튼의 크기가 작아 선택하

기 어려움” “색을 통해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의미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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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연관성이 적음” “특정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종류가 많

고 복잡”  “특정 버튼이 배경 이미지와 겹쳐서 가시성이 떨어

짐”, “특정 아이콘/심볼의 모양이 익숙하지 않음” 등으로 자유

롭게 적어주십시오. 문제점을 적은 뒤 심각성수준 도구에 따라 점

수를 적어주시면 그 중 4점 이상을 받은 항목과 2명 이상의 평가

자가 수정 의견을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수정하겠습

니다. 

 

심각성 수준  

0 : 사용성 문제 없음. 

1 : 사용성 문제가 있으나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음. 

2 :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상대적

으로 낮음. 

3 :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상대적

으로 높음. 

4 :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휴리스틱 원칙 정의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과 

모바일 기기의 보안성/추적
가능성 

모바일 기기들의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알려줘야 한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배터
리, 네트워크, 환경상태 등의 중요한 상황
정보에 대한 메세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야 한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는 분실되기 
쉬우므로 데이터의 암호화같은 적절한 방
법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기기를 잃어버렸다면, 그 기기
의 시스템 혹은 응용 프로그램은 쉽게 그
것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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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실제 세계와의 비
교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
공하여 사용자가 그 장보를 정확하게 해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 가능
하다면, 시스템은 자신이 놓여진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의 제시를 알맞게 할 수 있

어야 한다.  
  

 
 

일관성과 연결성 모바일 기기 혹은 시스템의 가용기능/상호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개념적 이해도는 맥
락에 있어 일관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
용자 행위/상호작용(기기 버튼과 조작에 
있어)와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작업들 사
이의 일관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인체공학적이고 최소주의적 
디자인 

모바일 기기는 휴대하거나 잡기 쉽고 편해
야 하며 파손에 강해야 한다. 또한 화면공
간은 제한된 자원이므로, 경제적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 대화창은 부적절하거나 필요 
없는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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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의 쉬움, 화면 가독성
과 보기쉬움 

모바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있
어 두 손 사용 필요성을 줄이거나 피해야 
한다. 화면 내용은 다양한 밝기환경에서 
읽거나 살펴보기 쉬워야 한다. 이상적으로
는 모바일 사용자는 보는 것만으로 그 시
스템으로부터 빠르게 핵심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과 사용자화에서의 유
연성과 효율성 

자주 발생하는 활동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
용자설정이 가능하고 환경적인 필요에 따
라 시스템을 역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든 가능하면, 시스템은 중요하
거나 유용할 경우에 시스템-기반 사용자 
설정을 지원하고 추천해야 한다. 

  
 
 
 

미적, 사적 그리고 사회적 
관례들 

모바일 기기와 시스템 사용의 미적이고 감
성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 사용자 데이터
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고 안전하도록 
확인한다. 시스템을 사용한 모바일 교류는 

편안하고 사회적 관습을 잘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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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오류 관리 모바일 사용자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한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인지가능하
고 진단가능하며 오류로부터 회복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오류 메시지들의 모바
일 처리는 분명해야하고 정확해야 한다. 
건설적으로 해법(힌트나 적절한 질의문답
을 포괄하는 등등)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해당 오류에 해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시
할만한 효과를 갖는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z 평가자의 특성 

 

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과정 중에 있다면 그대로 답

변해주십시오) 

 

 

3.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력은 몇

년입니까?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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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고혈압 환자 설문지 

6-1.사전 설문지 

 

◉ 복약 순응도 척도 

 

귀하의 고혈압 약물 복용 평가를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문 항 예 아니요 

1. 약 먹는 것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2. 약 먹는데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까? 
  

3. 상태가 좋다고 느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

습니까?   

4. 약을 먹는데도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5. 의사나 약사가 말한 대로 약을 먹을 때의 장기

적 이점에 관하여 아십니까?   

6. 때맞추어 처방약을 다시 받는 것을 잊어버릴 때

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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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관련 특성 

 

1. 귀하는 고혈압을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2. 귀하는 혈압약을 복용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3. 귀하가 드시는 혈압약은 몇 가지입니까? ( ) 가지 

4. 귀하가 드시는 혈압약은 하루에 몇 번씩 드십니까? ( ) 회 

5. 드시는 혈압약은 한번에 몇 알씩 드십니까? ( ) 알 

6. 귀하는 고혈압약을 스스로 챙겨 드십니까? □ 예  □ 아니요 

6-1. 도움을 받으면 누구에게 받습니까?  

□ 배우자 □ 자녀 □ 형제, 자매 □ 기타 

7. 귀하는 고혈압약의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      ) 

□ 아니요 

8. 본인 외에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까? 

□ 예 ( □ 부모 □ 형제, 자매 □ 자녀 □ 부모의 형제, 자매 ) 

□ 아니요 

9. 귀하는 고혈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10. 귀하는 고혈압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 병원  □ 보건소   □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 인터넷  □ 스마트폰   □ 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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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1. 귀하여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년 월 일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4. 귀하의 직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 전업 근무 □ 시간제 근무 □ 무직  

5.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 유  □ 무 

6. 귀하의 결혼 상태는?  

□ 미혼  □ 기혼  □ 사별 □ 이혼 

7. 귀하의 동거 가족은? 

□ 배우자와 단 둘이 산다  □ 자녀들과 함께 산다  

□ 부모와 함께 산다   □ 친척, 친구와 산다 

□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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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후 설문지 

 

◉ 복약 순응도 척도 

 

귀하의 고혈압 약물 복용 평가를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문 항 예 아니요 

1. 약 먹는 것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2. 약 먹는데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까? 
  

3. 상태가 좋다고 느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

습니까?   

4. 약을 먹는데도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5. 의사나 약사가 말한 대로 약을 먹을 때의 장기

적 이점에 관하여 아십니까?   

6. 때맞추어 처방약을 다시 받는 것을 잊어버릴 때

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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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된 유용성 평가 

1. 나의 고혈압 관리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고혈압 관

리를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2.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고혈압 관리의 능률을 향상시

키는 것 같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3. 나의 고혈압 관리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주는 것 같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4.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고혈압 관리에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 같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5. 어플리케이션이, 나의 고혈압관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6. 어플리케이션이, 나의 고혈압 관리를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

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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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만족도 평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만족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 각각의 기

능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1. 혈압 기록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만족 

2. 복약 기록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만족 

3. 기록 전송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만족 

4. 알람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만족 

5. 권고안 제공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만족 

6. 약물 정보 확인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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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고혈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사전 

7-1. Input data 

Category1 Category2 Data Type Value Unit Description 

Client  

Initial data 

Email address free text free text 

@free text 

 E-mail adress 

 User name free text    

 Sex sex Male/Female   

 Birthdate date yyyymmdd yyyymmdd  

 Height real number  centimeter  

 HTN diagnosis  Yes/No   

 DM diagnosis  Yes/No   

 Kidney disease diagnosis  Yes/No   

 Last hospital visit date date yyyymmdd yyyymmdd  

 Next hospital visit date date yyyymmdd yyyymmdd  

Client Medicine ID coded text    

Medication Plan amount real number  tablet  

data Plan time time hhmm hhmm  

 Plan frequency real number  /day  

 Taken date date yyyymmd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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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n amount real number  tablet  

Client BP data Measure date date yyyymmdd yyyymmdd  

 Systolic BP real number  mmHg  

 Diastolic BP real number  mmHg  

Client 

Lifestyle data 

Sodium score real number  Sodium scale 

score 

Sodium scale score 

=Item sum 

 Weight real number  kg  

 Waist circumference real number  inch  

 Exercise frequency real number  /week  

 Exercise intensity  intense/moderate 

/light effort 

  

 Exercise time real number  min  

 Alcohol frequency real number  /week  

 Alcohol amount real number  glass  

 Smoking   Yes/No   

 Stress score real number  BEPSI-K scale BEPSI-K scale 

score=item sum/5 

Client  Alarm status  On/off   

setting data Alarm time time hhmm h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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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setting  Lock/unlock   

 Passward Real number 0-9999   

7-2. Calculated data 

category1 category2 Data Type Value Unit Description 

Calculated 

data 

target Bwt real number  kg target Weight=25*height(m) ² 

 target Waist circumference real number  inch  

 sodium level  high/low  Sodium score ≥5 = high 

Sodium score <5 = low 

 stress level  high/med/low  BEPSI-K ≥ 2.8 = high 

1.8 ≤ BEPSI-K ≤ 2.6 = med 

BEPSI-K ≤ 1.6 = low 

 mean systolic BP   mmHg mean of 10 recent systolic BP 

 daily percentage  

of medication taken 

real number 0-100 % taken/planned*100 of day 

 weekly percentage  

of medication taken 

real number 0-100 % taken/planned*100 of week 

 monthly percentage  

of medication taken 

real number 0-100 % taken/planned*100 of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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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ypertension management  
mobile system based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Hannah Kang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eoun-Ae Park, PhD, RN, FAAN 
 

    In this study,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based hypertension 

management mobile application was developed and evaluated. 

The application was developed according to Web-Roadmap 

methodology from planning,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to 

evaluation.  In the planning phase, development process was 

determined and hypertension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re selected. Data, process and interface domains were 

separately analyzed, designed and implemented. In data domain,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clinical guidelines and expressed as 

data dictionary. Relations of data entities were expressed by 

entity-relation diagram and coded into a database. I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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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rules were extracted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organized as algorithms. Algorithms then were coded. Hypertension 

management ontology and tailored recommendations were 

developed by linking data with rules. In interface domain, functions 

were extracted and presented as a use-case diagram. System 

interface was designed and coded. In evaluation phase, tailored 

recommendations were tested their accuracy and mobile heuristics 

were evaluated. 

Perceived usefulness and user satisfaction were surveyed with 

19 patients. Pre-post medication adherence were measured with 

29 hypertension patients before and after using the application for 4 

weeks. 

As a result, perceived usefulness score was 3.7 of 5. User 

satisfaction score with blood pressure recording, medication 

recording, data sending, alarming, recommending and educating 

medicine information functions were respectively 4.3, 3.8, 3.1, 3.2, 

3.4 and 3.8 of 5. Medication adherence measured by Modified-

Morisky scale was significantly improved(p=.001) after usage of 

the application. 

Even though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based hypertension 

management mobile application proved to be effective in medication 

adherence,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study direct measure of 

medication adherence, lifestyle change and blood press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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