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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성 당뇨병 자기관리를 돕기 위하여 임신성
당뇨병 관리 임상 실무지침에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고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권고안을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에 근거하여 분석 - 설계 구현 – 평가의 과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실무 가이드라인과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9개 관리영역의 지식과 15개의 시스템 기능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9개

관리영역에서

14개

일반적

교육내용과

49개

맞춤형

권고안을 추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앱의 기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식 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런
다음 데이터와 맞춤형 권고안을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구현
단계에서 Eclipse 개발환경에서 Android Developer tools를 사용하여
Android 2.2버전에서 4.4버전까지 운영 가능한 앱을 Java로 개발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앱의 오류 평가와 사용성 평가, 수용 의도 평가를
하였다.

앱의

오류

평가에서는

2명의

평가자가

시나리오를

보고

제시하는 권고안과 각 시나리오에 제시된 데이터를 앱에 입력하면 앱이
제시하는 권고안을 비교하였다. 평가 결과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의 사용성 평가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 5명을 대상으로 앱을
1주일간 사용한 뒤 System Usability Scale을 측정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

평균

69.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용

의도

평가단계에서는 사용성 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앱을 수정한
후 사용 의도 및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동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7점 만점에 각각 5.5점,
4.3점, 4.6점, 5.0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입력값에 따른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연구로서, 본 연구 과정에서
얻은 지식, 맞춤형 권고안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임신성 당뇨병, 자기관리, 맞춤형 권고안, 모바일 헬스
학 번 : 201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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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은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을 일으키는 중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
로(Wild, Roglic, Green, Sicree, & King, 2004) 국내 만 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1년 9.8%이며(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12)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2011년 인구 10만 명당 21.5명이다(통계청,
2013). 당뇨병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국내 인
구의 10.8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Park et al., 2013).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2014b). 이 중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에 의한 생리적 변화로 임신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당불내성이다(Expert

Committee

on

th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2003). 국내 임신
성 당뇨병 유병률은 2010년 6.37%, 2011년 7.79%로 증가 추세이다
(임남규, 2013).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연령 증가와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운동 부족에 따른 과체중 등으로 임신성 당뇨병의
유병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강희선, 이한주와 현명선, 2010).
다른 당뇨 관리와 마찬가지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혈당을 정
상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ADA, 2014a). 임신성 당뇨병은 일반적인
당뇨병과 달리 분만 이후 없어지므로 자가 혈당측정, 임상 영양요법, 운
동요법, 약물치료가 짧은 임신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대한당뇨
병학회, 2011). 임신성 당뇨병을 적절히 관리 하지 않을 경우 임산부와
1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임부는 자궁
내 태아 사망, 조산, 난산, 분만 시 손상, 양수 과다증, 제왕절개 분만,
전자간증을 비롯한 임신성 고혈압 등의 주산기 합병증을 많이 경험한다
(Metzger et al., 2007). 또한, 임신성 당뇨병 임부들은 분만 후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Lowe et al., 2012). 임신성 당뇨병 임
부의 태아는 호흡곤란증,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증, 황달, 저칼슘증, 적혈
구과다증 등의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한다(Metzger et al., 2007).
이러한 임신성 당뇨병이 임부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질병 관리에 대한 지식은 낮다(Carolan, Steele,
& Margetts, 2010).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진단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Daniells et al., 2003) 특히 일반 당뇨병과 달리 진단 시점
부터 분만 시까지의 3~4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박
정은, 2012)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 임부들에게
임신성 당뇨병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2008).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에서, 일회적인 교육은 단기적으로 관
련 지식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행동변화나 건
강 생활습관 조절에는 제한점을 가진다(홍명희 등, 2009). 따라서 당뇨
병의 자기관리 교육은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대한당뇨병학
회, 2011) 반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맞춤형 중재는 장기적으로 자기관리를 돕기 위한 전략 중에 하
나이다(Chodosh et al., 2005; Radhakrishnan, 2012).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서도 맞춤형 중재가 만성질환자의 식이, 운동, 자가검사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dhakrishnan, 2012).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으
2

로 임신성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 분야 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관
리에

컴퓨터를

이용한

맞춤형

중재가

가능하게

되었다(Krebs,

Prochaska, & Rossi, 2010). 컴퓨터-맞춤형 중재(computer-tailored
intervention)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건강 정보가 아닌, 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de Vries & Brug,
1999).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컴퓨터를 이용한 맞춤형 중재가 식이 관
리와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생활습관 변화에 효과적이고(Krebs et al.,
2010) 컴퓨터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이 식이습관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Kroeze, Werkman, & Brug, 2006). 당뇨병 관리에서도 컴
퓨터를 이용한 맞춤형 중재가 활용되었는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식
습관 개선 여부와 식사요법에 대한 적응상황을 평가한 후 인터넷 상담
및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제공으로 지식 향상 및 식사 행동 변화를 가져
왔으며(박선영과 한지숙, 2006)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입력 혈당에 따른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교육을 제공
한 결과 혈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승, 2005).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문자 메시지 전송을 제공하여 자기효능
감과 치료이행을 높였다(Franklin, Waller, Pagliari, & Greene, 2006).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포함한 모바일 헬스케어
(mhealth)가 보건의료분야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김유진, 2012; 이용준,
송기봉, 정명애, 박동균과 융합기술원천연구팀, 2012).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의 경우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할 수 있어(박종태,
천승만과 김균열, 2012)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김유진, 2012;
이용준 등, 2012). 당뇨병 관리에도 스마트폰 앱이 활용되고 있는데 제
3

2형 당뇨 환자에게 식이 입력값에 따른 피드백을 주어 생활습관 및 혈
당의 변화를 가져온 앱과(Nes et al., 2012) 식이, 운동 입력 값에 따른
권고안 제공을 통해 자기관리를 향상한 앱(Waki et al., 2012)이 있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도 이러한 스마트폰 헬스케어를 이용한다면 혈당
측정과 그에 따른 맞춤 교육 및 중재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경우 젊은 여성층으로 구성되어 만
약 스마트폰 헬스케어를 도입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출시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살펴보
면 국내에는 개발된 앱은 없고 국외에서 개발한 앱(GD manager, dnp,
Gestational Diabetes Mgmt)은 있다. 하지만 이들 앱에서 일반적인 임
신성 당뇨병 관리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정보 입출력 기능이 있지만 그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장점을 이
용해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자인 젊은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자기관리를
위한 혈당 모니터링, 식이 관리, 운동 관리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제
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맞춤형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분석
한다.
둘째,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맞춤형 권고
안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셋째,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한다.

3. 용어 정의

1) 임신성 당뇨병 관리
임신성 당뇨병 관리는 자가혈당측정, 임상영양요법, 운동요법, 약물치
료를 통하여 혈당조절 하는 것을 말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본 연구에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가 스마트폰 앱
을 이용하여 대한당뇨병학회(2011)에서 정의한 식이관리, 케톤 관리,
혈당 관리, 운동 관리, 임산부의 산과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Institute Of Medicine [IOM] (2009)에서 제시한 몸무게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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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게임, 멀티미디어, 그
리고 생활 및 업무생산성 등과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이라고 하며(Mobile Marketing Association [MMA], 2008; 박종
구, 20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지식을
제공하고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식이, 혈당, 케톤, 운동, 몸무게 관리 모
니터링, 맞춤형 권고안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
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사용 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use)
사용 의도는 정보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할 의도를 의미하는데 광의의
사용 의도인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인간이 특정행위를 수
행하려는 의도를 말한다(Fishbein & Ajzen, 1975).
본 연구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계속해
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하며 Davis, Bagozzi와 Warshaw (1989)
가 개발하고 Wilson과 Lankton (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Venkatesh, 2000; 주시각, 손영곤과 전상길, 2011)
본 연구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가 다른 보상 없이 임신성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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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Davis, Bagozzi와 Warshaw
(199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
적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지각된 용이성은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노력이 필
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Davis, 1989).
본 연구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가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Davis 등(1989)이 개발하고 Wilson과
Lankton (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
수록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유용성은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수행능력
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Davis, 1989).
본 연구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가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하
면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 능력이 향상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Davis 등(1989)이 개발하고 Wilson과 Lankton (2004)이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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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돕는 스마트
폰 앱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목적에 맞추어 임신성 당뇨병 관리와, 모바
일 헬스케어, 기술수용모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임신성 당뇨병 관리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 임신 중에 발견되
는 당뇨병의 아형으로, 임신 중에 처음 발생하였거나 발견되는 당불내성
이다(Expert Committee on th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2003).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는 30세 이상
(조아라, 경규상, 박민아, 이영미와 정은환, 2007), 체질량지수(BMI) 30
㎏/㎡ 이상, 4.5㎏ 이상의 거대아 출산 경험, 임신성 당뇨병 경험, 당뇨
가족력이 있다(NICE, 2008). 임신성 당뇨병의 선별검사로는 임신 2428주에 2시간 75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결과 공복혈장 혈당
92mg/dL 이상, 당부하 1시간 후 혈장 혈당 180mg/dL 이상, 당부하 2
시간 후 혈장 혈당 153mg/dL 이상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임신성 당
뇨병으로 진단한다(ADA, 2014a). 임신성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목
표는 혈당을 정상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최의순 등, 2000). 이때 권
장하는 혈당조절 목표는 식전 혈당 95mg/dL 이하, 식후 1시간 혈당
140mg/dL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20mg/dL 이하이다(Metzger et al.,
2007).
임신성 당뇨병은 일반적인 당뇨와 달리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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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임신 중의 합병증으로 자간증, 양수과다증 등을 포함한 임신성 고
혈압, 신우신염, 조산, 난산, 자궁 내 태아사망, 제왕절개 분만, 거대아
분만으로 인한 분만시의 손상, 수술적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과 저혈당증
등의 위험과(Goldman, Kitzmiller, Abrams, Cowan, & Laros, 1991;
Jacobson & Cousins, 1989; Metzger et al., 2007) 분만 후 제2형당뇨
병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다(Lowe et al., 2012). 신생아에게는 호흡곤란,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증, 황달, 저칼슘증, 적혈구 과다증 등의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산과적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가능성, 장기적으
로는 비만, 당내성 이상 또는 당뇨병, 혈압증가, 두뇌발달의 저하 등의
위험이 있다(Goldman et al., 1991; Jacobson & Cousins, 1989;
Metzger et al., 2007). 임신성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예방하
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 및 운동, 약물 치료 등으로 혈당을 낮추는 노력
이 필요하다(백유진과 오민정, 2009).
임신성 당뇨병 임부들의 식이조절에서는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의 섭취
가 혈당에 더 영향을 미치므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을 추천한
다(지선경, 장학철과 최혜미, 2008). 또한, 일일 권장 칼로리양은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 현재 몸무게를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임신 전 체질량지
수가 27㎏/㎡ 이상인 임부는 하루 칼로리를 25kcal/kg/day 이하로 제한
하며(NICE, 2008) 그 외 임부는 32kcal/kg/day를 추천한다(손현식과
대한당뇨병학회, 2011). 하지만 케톤증 예방을 위해 일일 칼로리 섭취량
을 1700-1800kcal 이하로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다음으로 운동은 혈당조절과 과도한 태아 성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어 20-30분의 운동을 권고한다. 하지만 임신성 고혈압, 양수막 파열,
태내성장지연, 조산 과거력, 출혈,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는 임부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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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권장운동으로는 앉아서 팔을 돌리는 운
동이나, 기대서 타는 자전거(NICE, 2008), 속보, 수영이 적합하다(장학
철, 2000).
식이조절과 운동만으로 혈당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슐린과 같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인슐린 치료는 거대아
를 비롯한 주산기 합병증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Metzger et al.,
2007; NICE, 2008; 대한당뇨병학회, 2011).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경우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 이외에 임신성 당뇨
병 임부를 포함한 모든 임부에서 임신 중 체중이 증가하나 과도한 태아
성장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김문영 등,
2001).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체중 관리는 일반적인 임부와 같은 기준
을 적용한다(IOM, 2009).
그러나 위와 같이 혈당 및 체중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관리와 관련된 지식은 일반적인 당뇨 환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arolan, Steele, &Margetts, 2010).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임부들에게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NICE, 2008).

2.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란 mhealth라고 칭하며 환자와 의사가 공간적으로 구
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생체신호 계측 및 자동진단, 응급
경보가 가능한 휴대형 무선 생체 계측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은선, 박동운과 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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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04). 모바일 기기는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하고 소형임에도 불구하
고 뛰어난 연산능력을 갖추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으며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지속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Free
et al., 2010). 최근 소형 PC, PDA나 스마트 폰 등 무선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건강 관리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Patrick, Griswold, Raab, & Instille, 2008).
모바일 헬스 중 최근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지식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할 뿐 아니라 일
반 모바일 기기들이 제공하지 못 하는 음성 전달 기능이나 위치기반 서
비스, 그리고 카메라나 녹음 기술을 제공하여 헬스케어 활용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Boulos, Wheeler, Tavares, & Jones, 2011).
모바일 헬스케어가 만성 질병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 예를 살펴보
면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환자의 활력증후와 증상에 따른 피드백
을

제공하는

Karunanithi,

스마트폰
2012),

앱(Ding,

COPD

환자의

Moodley,
재활과

Kanagasingam,
자기관리를

돕는

&
앱

(Marshall, Medvedev, & Antonov, 2008)과 최대호기량 검사기계와 연
결하여 천식환자의 최대호기량을 측정하고 피드백을 주는 앱(Ryan,
Cobern, Wheeler, Price, & Tarassenko, 2005)이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가 당뇨 관리에 활용되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섭취한 탄수화물에 근거해 인슐린 용량
과 운동량을 추천하는 앱(Charpentier et al., 2011)과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을 방지하는 앱(Vuattolo, Francescato, Della Mea, & Accardo,
2012)이 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중재방
법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기관리를 도운 앱과
(Nes et al., 2012) 당뇨관리로 당화혈색소, 체질량 지수를 낮추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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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et al., 2012)이 있다. Google play store와 iOS에 등록된 앱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개발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없다. 국외에서 개
발된 앱은 서너개 있으나(GD manager, dnp, Gestational Diabetes
Mgmt) 단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정보를 보여주거나 정보를 입출력 기
능만을 제공하고 있다.

3. 기술수용모형

정보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잘 활용될지를 설명하는데
기술수용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기술 수용모형 중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Davis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Davis,
1986).
Davis는 사용자의 정보기술 채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각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제시하였다. 지각된 용이성은 잠재적인 이용자가 정보기술을 노력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유용
성은 잠재적인 이용자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TAM에
서 정보기술의 실제 사용(Actual system use)은 사용자의 사용 의도
(Behavioral intention to use)에, 사용 의도는 사용 태도(Attitude
toward using)와 지각된 유용성에, 그리고 사용 태도는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용이성에 의해 결정되며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 태도 뿐 아니
라 지각된 유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Davis, 1986; Davi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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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9) (Figure 1).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Toward
Using

External Variable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Actual System
Use

Perceived Ease of
Use

Figure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es et al., 1989)

그 후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들이 정보기술의 사용에 중요한 요
인들로 고려되었다(Mathieson, 1991; Ronald & Howell, 1991). 이러한
이유로 Venkatesh, Speier와 Morris (2002)는 TAM과 Davis 등
(1992)의 동기이론(Motivational Model)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정보기
술 선택 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정보기술의 사용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였다. 동기이론에서는 내재적 요인(Intrinsic Motivation)과
외재적 요인(Extrinsic Motivation)이 사용 의도의 결정요인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Davis et al., 1992).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요인은 다른 강화가 없이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외재적 동기는 시스템을 행동 그 자체가 아닌 가치 있는 결
과를 위한 방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활동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즐
거움이 내재적 동기의 한 예이고, 지각된 유용성이 외재적 동기의 한 예
이다(Davis et al., 1992). Venkatesh 등(2002)은 TAM과 동기이론을
결합한 모델에서는 내재적 동기는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
을 미치고,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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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에 환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관리
에 환자의 요구가 중요하게 되었다(Wilson & Lankton, 2004). Wilson
과 Lankton (2004)은 Venkatesh 등(2002)이 제시한 결합 모델에 건
강관리 영역에서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e-health 수용 모델을 제시하
였다(Figure 2). Wilson과 Lankton의 모델에서 Venkatesh 등(2002)
의 결합모델에 추가된 선행요인으로는 정보추구선호도(InformationSeeking Preference), 만족도(Satisfaction), 인터넷 의존도(Internet
Dependence)가 있다. 정보추구선호도는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
고, 만족도는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의존도는 내재적 동
기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 Venkatesh 등 (2002)이 제시한 모델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Perceived Ease
of Use

Intrinsic Motivation
Satiafaction

Behavioral Intention
to use

Perceived Usefulness
Internet Dependence

Figure 2. Patients’ Acceptance of Provider-Delivered e-health
(Wilson and Lankt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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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에 발표된 근거를 기반으로 맞춤형 권고안을 개발 한
후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과정과 개발한 앱에 대
한 사용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과정을 도식화하면 Figure 3과 같으며 개발 과정 및 산출물을 요
약하면 Table 1과 같다.

지식 및 기능
요구사항 분석

•
•
•
•
•

지식 및 기능 추출
사용자 요구도 조사
일반적 교육내용 추출
맞춤형 권고안 추출
맞춤형 권고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 및 수정

설계

•
•
•
•
•
•

기능 요구사항 설계
데이터 사전 설계
지식 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알고리즘 개발
화면 설계

구현

•
•
•

데이터베이스 개발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평가

•
•

시나리오를 이용한 앱 오류 평가
앱 사용성 평가

수정 및 보완

•

사용성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앱의
수용 의도 평가

•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의 사용 의도, 내재적
동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평가

Figure 3. Outcome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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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utcome of Study
연구단계

지식 및
기능
요구사항
분석

세부 단계

평가 방법 및 도구

산출물
요구도 조사 항목
일반적 교육 내용
맞춤형 권고안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지식 및 기능 추출

임상실무지침 및 기타 문헌

사용자 요구도 조사

인터넷 당뇨 커뮤니티 회원 중 임신성 당뇨병 진
단을 받은 임부 또는 출산 후 1달 이내의 산모
56명

맞춤형 권고안 추출

산부인과 병동 경력 간호사 4인 및 임상 영양사
1인의 자문

지식 베이스
알고리즘

맞춤형 권고안의
내용타당도 검증
및 수정

모성 간호학 교수 1인, 내분비내과 교수 1인, 당
뇨 관련 논문 저자인 간호학 박사 1인, 임신성
당뇨병 관련 논문 저자 당뇨병교육간호사 1인,
내분비 내과 전문의 1인, 산부인과 병동 경력 10
년 이상의 간호사 1인

맞춤형 권고안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

수정 보완한
맞춤형 권고안
지식 베이스
알고리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 2인

시나리오에 의한 데이터 입력 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와 시나리오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는 권고를 분석

앱 사용성 평가

인터넷 당뇨 커뮤니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임부 또는 출산 후 1
년 이내의 산모 5명

앱을 1주일 사용 후 System Usability
Scale 평가 및 기타 의견 제시

수용 의도 평가

인터넷 당뇨 커뮤니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임부 22명

수정 보완한 앱을 1주일 사용한 후 사용
의도, 내재적 동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평가

시나리오를 이용한
앱 오류 평가
평가

수용의도
평가

참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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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영역의 중요성 및 기능의 유용성을 5
점 척도로 조사

일반적 교육 내용
맞춤형 권고안
기능 요구사항

수정 보완한 앱

1. 지식 및 기능 요구사항 분석

이 단계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고 요구
도 조사를 한 후 이를 반영하여 일반적 교육내용 및 맞춤형 권고안을 개
발하고 맞춤형 권고안의 평가와 수정 보완을 하는 단계이다.

1) 지식 및 기능 추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영역과 관련 지식은 발표된 임상실무지침과 임신
성

당뇨병

관련

문헌에서

추출하였다.

임상실무지침으로는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대한당뇨병학회, 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 발행한 임상실무지침과 문헌 “당뇨병학(손현식 & 대한당뇨
병학회, 2011)”, “임신성 당뇨병과 운동요법(장학철, 2000)”, “임상영양
관리지침서(대한영양사협회, 2008)”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 문헌에서 권장하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 방법에서 혈당 관리,
생활습관 관리, 몸무게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추출하였다.

2) 사용자 요구도 조사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앞서 추출
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앱에서 제공할 임신성 당뇨병 관리 영역의
중요성과 기능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추가 요구사항도 기술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인터넷 당
뇨 커뮤니티 회원 중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임부 또는 임신성 당뇨
병을 진단 받고 출산 후 1달 이내의 산모 56명이었다. 이 조사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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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당뇨병 임부의 앱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출산 후 1달 이내의 산모가 의견 제시가 가능하여 포함하였
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영역의 중요성은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중요
하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기능의 유용성
은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유용하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유용하다)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용자들이 추가로 요청한 관리영역과 기능은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였다.

3) 일반적 교육내용 추출
지식 추출 결과와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에서 환자 정보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 내
용을 추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신성 당뇨병 임
부를 대상으로 발행한 교육 자료를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4) 맞춤형 권고안 개발
지식 추출 결과와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식이, 혈당, 운동, 케톤, 몸무게 정보에 따라 환
자가 수행해야 할 맞춤형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이 단계는 산부인과 병
동 경력 간호사 4인 및 임상 영양사 1인의 자문을 받아 개발하였다.

5) 맞춤형 권고안의 내용타당도 검증 및 수정
개발한 맞춤형 권고안의 타당도는 맞춤형 권고안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권고안 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4점 척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로 CVI (The Index of Content Validity)를 구하
였다. 전문가간 80% 이상의 합의가 된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Po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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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 Owen, 2007) 합의가 되지 않은 권고안은 전문가가 제시한 세
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타당도 검증 전문가 집단은
모성간호학 교수 1인, 내분비내과 교수 1인, 당뇨 관련 논문 저자인 간
호학 박사 1인, 임신성 당뇨병 관련 논문 저자인 당뇨병교육간호사 1인,
내분비내과 전문의 1인, 산부인과 병동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1인으
로 구성하였다.

2. 설계

이 단계는 임신성 당뇨병 앱 개발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사
전과 지식 베이스, 데이터와 지식 베이스간의 관계인 데이터베이스, 알
고리즘, 화면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1) 기능 요구사항 설계
분석 단계에서 추출하고 사용자의 요구도 조사에서 수정 보완한 임신
성 당뇨병 관리 앱에서 필요한 기능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는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 2.0
(Booch et al., 2007)을 사용하였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는 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묘사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동작을 표현하였다.

2) 데이터 사전 설계
임상실무지침에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
들 데이터의 속성과 값을 정의한 데이터 사전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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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 베이스 설계
일반적인 교육 내용과 식이량, 혈당 수준, 자가 케톤검사결과, 운동량,
몸무게에 따른 맞춤 식이량, 맞춤 운동량, 맞춤 몸무게, 추후 관리와 관
련된 의사결정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식 베이스로 구성하였다.

4) 데이터베이스 개발
앞서 정의한 데이터와 지식 베이스간의 관계를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으로 나타내어 설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Microsoft Visio를 사용하였
다.

5) 알고리즘 개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에서 필요한 관리영역과 지식을 종합하여 임신
성 당뇨병 관리 영역에서 식이, 혈당, 운동, 케톤, 몸무게 정보와 맞춤형
권고안을 연결하고 기능을 구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의 편
집도구로는 Microsoft Visio를 사용하였다.

6) 화면 설계
앞서 추출한 기능 요구사항을 근거로 임신성 당뇨병 환자가 개인 정보
를 입력하는 화면, 각 관리영역(식이, 혈당, 케톤, 운동, 몸무게)별 정상
범위 설명 화면, 교육을 제공해주는 화면, 알람 설정이나 해제를 하는
화면, 식이 관리, 혈당 관리, 케톤 관리, 운동 관리, 몸무게 관리를 하는
화면과 각 관리의 일주일간 입력률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을 설계
하였다. 화면 설계에서는 Evolus Pencil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설계
한 화면을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 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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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아이콘들은 무료 아이콘 제공 사이트에서 가져와 사용하였다.

3. 구현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코딩 도움을 받아 앱을 개발한 후
운영하는 단계이다.

1) 데이터베이스 개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지식 베이스를 표현하는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을 SQLite 3.8.1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하였다.

2) 시스템 개발
설계한 화면과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임싱성 당뇨병 관리 앱을 개발하
였다.

개발

언어로는

Java를

사용하였으며

개발

툴로

Android

Developer tools를 사용하였다.

3) 시스템 운영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현하
였으며 운영 환경은 최소 Android 2.2버전, 최대 Android 4.4버전으로
하였다.

21

4. 평가

1) 시나리오를 이용한 앱 오류 평가
완성한 앱에서 지식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앱의 오류 검정을 하였다. 평가 대상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성인 2인이었다. 각 관리별로 알고리즘에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변수를 추출하여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한 후,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도출될 권고안과 완성된 앱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앱에서 보여지는 권고안을 비교하였다. 각 시나리
오별로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시스템이 동일한 권고를 도출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입력 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와 시나리오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권고성공(김현영, 2010)을 의미한다.

2) 앱 사용성 평가
앱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

원형

앱

사용성

평가는

인터넷

http://cafe.naver.com/dangsamo2

당뇨

회원수

커뮤니티(당건맘
3,358명,

맘스홀

릭: http://cafe.naver.com/imsanbu 회원수 1,871,326명) 회원으로 가
입되어 있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임부 2명, 분만후 1년 이내의
산모 3명으로 하였다. 앱의 효과 평가가 아닌 개발한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이므로 과거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산모도 평가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여 앱 사용성 평가자로 포함하였다. 평가자에게 전화,
이메일로 앱 설치 파일과 안내문(http://gdmapp.tistory.com/)을 제공하
고 1주일 사용하게 한 뒤, 사용성 평가 후 평가자 1, 2는 직접 만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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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평가자 3, 4, 5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설문을 한 뒤 전화로 기타 의
견을 조사하였다. 사용성은 본 연구자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사
1인이 Brooke (1996)의 SUS (System Usability Scale)를 윤종원, 임
성수와 조성배 (2010)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구두로 사용 허락을
받은 후 가독성 검정을 한 뒤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US
측정항목은 10항목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점=보통이
다, 5점=매우 동의한다)로 측정된다. 평가자들에게 원형 앱을 1주일 동
안 사용하게 한 뒤 SUS를 측정한 후 점수가 낮을 경우 추가로 원형 앱
의 기능, 사용 편의성,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5. 수정 및 보완

사용성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원형 앱을 수정, 보완하였다.

6. 앱의 수용 의도 평가

1) 연구대상
수정 보완한 앱의 수용 의도 평가 대상자는 인터넷 당뇨 커뮤니티(당
건맘스: http://cafe.naver.com/dangsamo2 회원수 3,358명, 맘스홀
릭: http://cafe.naver.com/imsanbu 회원수 1,871,326명)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임부를 대상으로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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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수용 의도 평가에서는 사용 의도, 내재적 동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각 도구의 원저
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연구에 맞게 번역하고 영어와 한국어
에 능통한 간호사 1인이 역 번역한 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
였다. 번역한 도구의 내용과 가독성은 간호정보학 박사과정 5인을 대상
으로 검증받았다. 이들 변수는 각각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4=보통이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 사용 의도
사용 의도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Davis

등(1989)이 개발하고 Wilson과

Lankton (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항목은 2항목으로
Wilson과 Lankton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6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9이다.

(2)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다른 보상 없이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Davis 등(1992) 이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측정항목은 3항목으로 Wilson과 Lankton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3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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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Davis 등(1989)이 개발하고 Wilson과
Lankton (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항목은 2항목으로
Wilson과 Lankton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1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4이다.

(4)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하면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 능력이 향상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Davis
등(1989)이 개발하고 Wilson과 Lankton (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항목은 2항목으로 Wilson과 Lankton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6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3이다.

3) 자료수집
앱의 사용자인 임신성 당뇨병 임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해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구글 play store에 등록 한 후 인터넷 당뇨병 커뮤니
티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는 모집글과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play store 링크를 게시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구글 play store앱 안내 화면과 앱 실행 후 첫 화면에 연구에 대한 설
명을 하고, 앱 실행시 연구에 대해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하여 앱을 사
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상자가 앱을 사용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자동으
로 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문을 할 수 있는 팝업을 띄워 설문을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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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였다. 사용성 평가를 마친 참가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설문참가 답례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였다.

4) 분석방법
앱 평가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측정된 사용 의도, 내재적
동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은 SPSS를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로 Cronbach’s α를 구하
였다.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3-98,
승인일자: 2014. 5. 1(ver.1.3)]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및 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비밀 보장 및 연구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에 대상자가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료는 연구 논
문이 발표된 후에는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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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지식 및 기능 요구사항 분석

1) 지식 및 기능 추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 개발을 위한 지식 및 기능 추출에는 NICE
(2008), ADA (2012), 대한당뇨병학회(2011), IOM (2009)에서 발행
한 임상실무지침을 이용하였다. 임상실무지침에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의
영역으로 제시한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 요인’,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및 교육의 필요성’, ‘자가혈당 관리의 중요성 및 자가혈
당측정’, ‘저혈당 관리’, ‘인슐린 처치’, ‘식이 관리’, ‘운동 관리’, ‘몸무게
관리’와 관련된 8개 영역의 지식을 추출하였다.
임상실무지침별로 추출한 관리영역을 살펴보면 NICE (2008) 임상실
무지침에서는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요인’,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및 교육 필요성’, ‘자가혈당 관리의 중요성 및 자가혈당측정’,
‘인슐린 처치’, ‘식이 관리’, ‘운동 관리’를 추출하였다. ADA (2012) 임
상실무지침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및 교육의 필
요성’, ‘자가혈당 관리의 중요성 및 자가혈당측정’을 추출하였다. 대한당
뇨병학회(2011) 임상실무지침에서는 ‘자가혈당 관리의 중요성 및 자가
혈당측정’, ‘저혈당 관리’, ‘인슐린 처치’, ‘식이 관리’, ‘운동 관리’를 추출
하였다. IOM (2009) 임상실무지침에서는 ‘몸무게 관리’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지식을 간호과정에 따라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 사정, 임신성 당
뇨병의 관리 목표인 식이, 혈당, 케톤, 운동, 몸무게와 관련된 맞춤 목표
설정 및 진단, 중재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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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and Resources fo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Management

Knowledge

Reference

The risk factor of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The reason of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management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The importance of glycemic
control: patient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SMBG)
A Management of hypoglycemia
Insulin treatment

Medical nutrition therapy

Physical activity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NICE (2008)
ADA (2012)
NICE (2008)
ADA (2012)
NICE (2008)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1)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1)
NICE (2008)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1)
NICE (2008)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1)
Son and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1)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08)
NICE (2008)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1)
Jang (2000)
IOM (2009)

추출한 지식 중 운동 관리에서 운동의 중요성, 금기사항, 운동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야하는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신성 당뇨병과 운동요법(장학철, 2000)”에서 관련 지식을
추출하였다. 식이 관리에서는 식이 관리의 중요성과 칼로리 제한을 제시
하지만 구체적인 칼로리 계산과 분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
게 필요한 하루 맞춤 칼로리 계산법을 “당뇨병학(손현식과 대한당뇨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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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1)”에서 추출하고 각 식사별 칼로리 배분 방법을 “임상영양관리
지침서(대한영양사협회, 2008)”에서 추출하였다.
추출한 관리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면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요인’과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및 교육의 필요성’에서 ‘혈당 관
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혈당 관리 방법’, ‘혈당 검사 시기 및 방법’으로
세분화하였다. ‘자가혈당 관리의 중요성 및 자가혈당 측정’과 ‘저혈당 관
리’에서 ‘고혈당, 저혈당 증상 및 관리 방법’으로 세분화 하고 ‘인슐린
처치’에서 ‘인슐린 처치의 필요성’, ‘인슐린 처치 시기 및 방법’으로 세분
화하였다. ‘식이 관리’에서는 ‘식이 관리의 필요성’ 및 ‘하루에 필요한 총
칼로리와 식사 별 배분 방법’으로 세분화하였다. ‘운동 관리’에서는 ‘운동
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운동 방법 및 추천 운동’으로 세분화하였다.
임상실무지침에서 총 15개의 기능이 추출되었다. 혈당 관리를 위한
기능은 7개로 ‘매일 혈당을 기록하는 기능’, ‘혈당 측정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임신 주수와 몸무게에 따라 필요 칼로리와 운동을 권유하는 기
능’, ‘비정상 혈당을 경고하는 기능’, ‘저혈당인 경우 단 음식 섭취를 조
언하는 기능’, ‘혈당이 비정상일 때,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기능’, ‘인슐린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식전 인슐린 주사 알람 기능’이 있다. 식이 관리
를 위한 기능은 4개로 ‘하루 필요 칼로리와 끼니별로 섭취해야 하는 칼
로리를 보여주는 기능’,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를 보여주는 기능’, ‘섭취
한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 함유량을 보여주는 기능’, ‘일별 필요칼로리
와 섭취한 칼로리를 비교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 운동 관리를 위한 기
능은 2개로 ‘운동의 종류와 운동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 ‘운동량
부족 시 운동 종류와 시간을 권유하는 기능’이 있다. 몸무게 관리를 위
한 기능 2개로 ‘체중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 ‘현재 체중과 권장 체중범
위를 비교하는 기능’이 있다.
29

2) 사용자 요구도 조사
지식 및 기능 추출 단계에서 추출하고 세분화한 임신성 당뇨병 관리영
역과 기능 항목을 가지고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영역의
중요성과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요구도 조
사 결과 관리 영역의 중요성에서는 평균 4.33점, 기능의 유용성에서는
평균 4.24점이 도출되었다. 관리 영역의 중요성에서는 모든 항목의 점수
가 4점 이상이었으나 기능의 유용성에서는 ‘저혈당인 경우 단음식 섭취
를 조언하는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의 점수가 도출되
었다. 기타 자유 의견으로는 케톤관리, 혈당 측정시간 및 식이 및 운동,
몸무게 알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요구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케톤 관리 영역에 대한 지식과 비정상적
인 케톤 수치가 측정되었을 때 권고안을 제공하는 기능(NICE, 2008;
대한당뇨병학회, 2011)을 추가하고 식이, 케톤, 운동, 몸무게 관리 알람
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3) 일반적 교육내용 추출
일반적인 임신성 당뇨병 교육 내용은 크게 ‘임신성 당뇨병이란’, ‘임신
성 당뇨병의 진단’, ‘임신성 당뇨병의 영향’,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 식
사요법’,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 운동요법’,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
자가검사’,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 인슐린 요법 및 저혈당 관리’ 분류
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신성 당뇨병 임부를 대상으로 발행한 교
육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을 분류에 맞게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내
용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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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General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Recommendations
Category

Contents

What is GDM?

What is GDM?

Diagnosis of GDM

Screening of GDM
Diagnosis of GDM
High risk for GDM

Implications of GDM
Management of GDM
– Nutrition

GDM implications for mother
GDM implications for fetus
Management of body weight
Required daily calorie intake
Three major nutrients and meal
distribution

Management of GDM
– Physic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of GDM

Management of GDM
– Self-monitoring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Self-monitoring of ketonuria

Management of GDM
– Insulin injection and
hypoglycemia

Insulin therapy
Management of hypoglycemia

4) 맞춤형 권고안 개발
환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제시되는 맞춤형 권고안은 권고안 제시 간
격에 따라 끼니별 관리, 일별 관리, 주별 관리로 나뉘며 끼니별 관리에
는 식이 관리와 혈당 관리를, 일별 관리에는 케톤 관리와 운동 관리를,
주별 관리에는 몸무게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혈당 관리는 식이
관리와 운동 관리와 조합하고 케톤 관리는 식이 관리와 혈당 관리와 조
합하여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맞춤형 권고안은 식이 권고안 4개,
혈당 권고안 32개, 케톤 권고안 6개, 운동 권고안 3개, 몸무게 권고안 4
개로 총 4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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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맞춤형 권고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 및 수정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맞춤형 권고안의 CVI를 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이, 운동, 몸무게 관리의 모든 권고안은 전문가 합의
가 이루어졌으나 케톤 관리의 2개 권고안이, 혈당 관리의 13개 권고안
이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Table 4. Result of CVI
Category

Total number of
recommendations

Number of
recommendations with
CVI less than 0.80

4

0

3

0

4

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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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iet
recommendations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s
Body weight
recommendations
Ketone
recommendations
Blood glucose
recommendations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케톤 관리 영역에서는 1개의 의견이, 혈당 관리 권고 영역에
서는 9개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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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Tailored Recommendations

권고
영역

케톤
관리

혈당
관리

전문가 의견

수정 후 최종 권고안 내용

근거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즉시 의
료진과 상담 권유.

케톤산증의 진단 기준: 250mg/dl(손현식과 대한당
뇨병학회, 2011).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아침혈당이 200mg/dl 이상
측정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도록 함(오두남, 박
승미, 이해영과 황인주, 2007).

자가 케톤 검사지의 색 변화에 따라
심한 케톤뇨가 측정되었을 때(+2,
+3) 의료진과 상담 권유.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2013): 자가 케톤 검사지
의 색 변화에 따라 +2일때는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3일때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도록 권유.

높은 고혈당에 대한 차별
화된 권고안을 제공해야
함.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즉시 의
료진과 상담 권유.

케톤산증의 진단 기준: 250mg/dl(손현식과 대한당
뇨병학회, 2011).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아침혈당이 200mg/dl 이상
측정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도록 함(오두남 등,
2007).

낮은 저혈당에 대한 차별
화된 권고안을 제공해야
함.

혈당이 50mg/dl 이하일 때는 응급조 50mg/dl 이하: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손현식과
치 권유.
대한당뇨병학회, 2011).

케톤의 검출 정도에 따라
차별해서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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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영역

전문가 의견

혈당이 70~100mg/dl은
저혈당은 아니지만 임상
에서는 정상혈당으로 보
지 않고 있으므로 생활습
관에 대한 조언이 필요
함.

혈당
관리

적정 운동량에 대한 의견
이 전문가별로 상이함.
(매 식후 운동을 해야 함
/ 하루 최대 30분 운동을
해야 함 / 하루 2번 정도
운동을 해야 함)
고혈당일 때 운동을 1시
간 이상하거나 피곤함 등
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운동을 오래할 경우 조기
진통 등의 부작용이 있다
는 문구가 필요함.

수정 후 최종 권고안 내용

근거

목표 혈당 변경:
식후 1시간 기준 100~140mg/dl.
목표 혈당 기준과 생활습관 정보를
통하여 그에 따른 권고안을 제공하
는 것으로 변경.

임신성 당뇨병의 혈당 관리 목표 하한치: 아직 연구
된 바 없음 (Metzger et al., 2007).
혈당이 87mg/dl 이하: 과소체중아의 확률이 높아짐
(Metzger et al., 2007).
비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식후 1시간 혈당: 평균
105.3mg/dl (Yogev et al., 2004).
임신전 당뇨 임부의 혈당 관리 목표: 식후 1시간 기
준 100~129mg/dl (Kitzmiller et al., 2008).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2013): 식후 1시간 혈당
목표를 100~140mg/dl 로 제시함.

혈당 관리에서 끼니별 식후 운동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제공 하며 입력
한 식후 운동 값을 10~30분을 권장
량으로 제시.
80% 이상의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
진 운동 관리의 기준도 동일하게 변
경.
혈당 관리 영역: 30분을 초과하여 운
동을 한 경우 권장량 운동을 하도록
권함.
운동 관리 영역: 30분 이상 운동을
한 경우 합병증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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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2008): 하루 적어도 30분 운동을 해야함.
대한당뇨병학회(2011), Metzger 등, (2007):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식후 적어도 10분 운동을
해야함.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2013): 식후 30분후
20~30분 정도 해야 한다고 제시함.
과다한 육체적 활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임
신 중에는 운동의 강도를 조정해야 함(장학철,
2000).
임신성 고혈압이나 양수막 파열, 태내성장지연, 조산
과거력, 지속적인 출혈,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는 경
우 운동을 하지 않는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권고
영역

혈당
관리

전문가 의견

수정 후 최종 권고안 내용

근거

저혈당일 때 당질 15g
에 대해 정확히 섭취해야
하는 양을 명시해 줘야
함.

단순 당질 15g에 해당하는 사탕
3~4개나 주스 3/4컵으로 구체적으
로 명시.

단순 당질 15g에 해당하는 예(대한당뇨병학회,
2011):
설탕 한 숟가락
꿀 한 숟가락
주스 또는 청량음료 3/4컵
요구르트 한 개
사탕 3~4개

저혈당일 때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안 필요.

저혈당일 때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문구를 추가.

권고안에서 ‘계속해서’
라는 표현이 주관적 표현
임.

기존: 명확한 원인이 없을 때 ‘계속
해서’라는 표현 사용.
변경안: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
니다.’로 변경. 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영역의 권고안에서도
변경함.

식사량, 운동량을 입력하
지 않았을때 권고안을 제
공하는 것은 부정확한 자
료로 권고안을 주는 것이
므로 위험함.

정상혈당에서 제공하는 권고안을 제
외하고 모든 영역의 권고안에서 필
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정확
한 판단을 위해 해당 정보를 입력하
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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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 관리 권고영역에서 제시된, 케톤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권고안
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혈당이 250mg/dl
이상일 때 당뇨병케톤산증을 진단하며(손현식과 대한당뇨병학회, 2011)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경우 아침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즉시 의료
진과 상담하도록 권유를 해야 한다(오두남 등., 2007).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도록 권고
안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혈당에는 이상이 없는 심각한 케톤뇨를 발견하
기 위하여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2013)에서 발행한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자가 케톤 검사지의 색 변화에 따라 심한 케톤뇨(+2, +3)가 측정
되었을 때 의료진과 상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혈당 관리 권고 영역에서 제시된 높은 고혈당에 대한 차별화된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혈당이 200mg/dl이상이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도록 권고안을 수정하였다. 혈당 관리 권고 영역에서
제시된 아주 낮은 저혈당에 대한 차별화된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
견은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혈당 50mg/dl을(손현식 & 대한당
뇨병학회, 2011) 기준으로 정하여 자가측정혈당을 50mg/dl 이하로 입
력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혈당 수치가 70~100mg/dl일 때 저혈당은 아니지만 임상에
서는 정상혈당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생활습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헌고찰 결과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혈당 관리 목
표에서 상한치는 있지만 하한치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etzger et al., 2007). 다만 임부의 혈당이 87mg/dl 이하일 때는 과
소체중아의 확률이 높아지며(Metzger et al., 2007) 비임신성 당뇨병 임
부의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 105.3mg/dl이라는 연구 결과(Yogev et
al.,

2004)와

임신

전

당뇨

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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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

1시간

혈당

목표를

100~129mg/dl로 한다는(Kitzmiller et al., 2008) 근거를 찾을 수 있었
다. 그리고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2013)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식후 1시간 혈당 조절의 목표를 100~140mg/dl로 제시하고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 혈당을 식후 1시간 기준 100~140mg/dl로 정
하고 생활습관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
였다.
혈당 관리 권고 영역에서 조합하는 적정 운동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마다 달랐는데 매 식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 기존 권고안대
로 하루에 30분 가량 운동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 30분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 하루 2번 정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임상실무지침에서는 하루 적어도 30분 운동을 권장하거나(NICE,
2008)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식후 적어도 10분 이상 운동을 해
야 한다고 권장하거나(Metzger et al., 2007; 대한당뇨병학회, 2011) 매
일 식후 30분에 20~30분 정도 해야 한다고(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2013) 권장 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루 총 운동량
기준에서 식후 운동 기준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입
력한 식후 운동량을 10~30분을 권장량, 0~9분은 운동량 부족, 31분 이
상은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에 하루
운동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제공하는 운동 관리 권고 영역에서 80% 이
상의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혈당 관리 영역에서 나온 의견을 반
영하여 식후 운동으로 입력을 받고 입력한 식후 운동에 따른 권고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혈당일 때 운동을 1시간 이상하거나 피곤
함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운동을 오래할 경우 조기진통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과다한 육체적 활동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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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30분을 초과하여 운동을 하는 경우 권장량 운동을 하도록
하고, 운동 관리 권고안에서도 30분 초과 운동을 하면 합병증 위험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저혈당일 때 권고안에서 당질 15g에 대해 정확한 명시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당뇨병학회(2011)에서 제시한 단순 당질
15g에 해당하는 사탕 3~4개나 주스 3/4컵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저혈당일 때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추가
하였다.
권고안에서 ‘계속해서’라는 표현이 주관적 표현이라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이 표현은 권고안에서 명확한 원인이 없을 때 사용한 표현이었다.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로 변경하였다. 혈당관
리 권고안 외에도 80%의 합의가 이루어진 케톤 관리 권고안에서도 ‘계
속해서’라는 표현을 쓴 권고안이 있어 변경하였다. 혈당 관리 권고 영역
에서 식사량과 운동량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은 부
정확한 자료로 권고안을 제공하므로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
영하여 정상혈당일 때 제공하는 권고안을 제외하고 80% 이상 합의가
이루어진 관리를 포함한 모든 관리에서 권고안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표현
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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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1) 기능 요구사항 설계
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 기능 요구사항을 제시하
면 Figure 4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같다.

check alarm conditions and
process

alarming
<<include>>
alarm setting

provide overall tailored GDM
management information

show overall
input data

provide general
recommendations

<<include>>

System
Clock
Event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put initial data

<<include>>
input body weight information

<<include>>

<<include>>

<<include>>

provide tailored normal weight
and recommendation
provide calorie and
carbohydrate information
<<include>>
input nutritional information
<<include>>

<<include>>

provide tailored calorie and
nutritional recommendation

GDM
Patient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put glucose information

<<include>>

<<include>>

Knowledge

provide tailored glucose recommendation

<<include>>

<<include>>
input ketone information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provide tailored ketone
recommendation

input physical activity information
<<include>>
provide tailored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

<<include>>

I n cl ud e : 모형이 복잡한 것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용 사례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어떤 사용 사례가 다른 사용 사례를
포함할 때: 포함관계
Associatin: 액터와 유스케이스간에 상호작용을 기술
G e ne r a l i za t i on : 일반화 관계. 일반적인 유스케이스와 더
구체적인 유스케이스의 관계.

Figure 4. Use Case Diagram fo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Managem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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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유스케이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ᆞ 알람 설정 및 해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식이, 혈당, 케톤,
운동, 몸무게 입력 알람을 설정한다.
ᆞ 알람 발생: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 알람이 울린다.
ᆞ 초기 정보 입력: 키, 임신 전 몸무게, 이전 저혈당 경험 유무, 출
산 예정일을 기록한다.
ᆞ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임신성 당뇨병의
각 관리별로 맞춤형 목표치를 제공한다.
ᆞ 일반적인 교육내용 제공: 일반적인 임신성 당뇨병 관리 교육내용
을 제공하고 조회한다.
ᆞ 입력 정보를 종합함: 각 관리의 기록 유무를 종합해서 일주일 단
위로 보여준다.
ᆞ 몸무게 정보 기록: 사용자가 현재 몸무게 정보를 입력한다.
ᆞ 추천 몸무게 범위 안내 및 몸무게 권고안 제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임신 주수에 해당하는 정상 몸무게와
몸무게 권고안을 제공받는다.
ᆞ 칼로리 및 탄수화물 안내: 음식별로 제공하는 칼로리와 탄수화물
함유량에 대해 안내한다.
ᆞ 식이 정보 기록: 사용자가 식이 정보를 입력한다.
ᆞ 추천 칼로리 안내 및 식이 관리 권고안 제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루, 끼니별 추천 칼로리와 식이 권고안을 제
공받는다.
ᆞ 혈당 정보 기록: 사용자가 자가혈당 측정 결과 정보를 입력한다.
ᆞ 혈당 관리 권고안 제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혈당
권고안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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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케톤 정보 기록: 사용자가 자가 케톤 측정 결과 정보를 입력한다.
ᆞ 케톤 관리 권고안 제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케톤
권고안을 제공받는다.
ᆞ 운동 정보 기록: 사용자가 운동 정보를 입력한다.
ᆞ 운동 관리 권고안 제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
권고안을 제공받는다.

2) 데이터 사전 설계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는 크게 초기정보 사정 데이터와
생활습관 사정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초기정보 사정 데이터에는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며, 생활습관 사정 데이터에는 식이, 혈당, 운동, 케톤, 몸
무게가 포함된다.
이들 데이터의 속성과 값을 상세화하여 데이터 사전을 개발하였다. 임
상실무지침에서 추출하지 않은 음식별 칼로리 및 탄수화물 정보는 식품
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에서, 임신성 당뇨병 임부가 해
야 하는 운동 종류는 “임신성 당뇨병과 운동요법(장학철, 2000)”을, 운
동별 소모하는 칼로리량은 “파워 운동생리학(최대혁, 최희남과 전태원,
2008)”을 활용하였다. 음식 종류는 밥류/찌개류/튀김류 등 23개 카테고
리에서 516개의 음식으로 구성하였다. Table 6은 생활습관 사정 데이터
중 하나인 혈당에 대한 데이터 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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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amples of Data Dictionary
Data
Blood
glucose

Attribute
Category

Value

value
Fasting |
1-h post breakfast |
1-h post lunch |
1-h post dinner |
at bedtime | free text
***

unit

Data type
coded text

range

mg/dl

real number

0~999

3) 지식 베이스 설계
일반적인 임신성 당뇨병 교육내용은 그림으로 지식 베이스에 저장하였
다. 맞춤형 권고안은 식이량, 혈당 수준, 자가 케톤검사결과, 운동량, 몸
무게에 따른 맞춤 식이량, 맞춤 운동량, 맞춤 몸무게, 추후 관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식 베이스로 구성하였다. Table
7은 운동 관리와 관련된 지식 베이스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7. Examples of Knowledge Base
Decision variables
If 식후 운동 입력값≥10
and if 식후 운동 입력값≤30

If 식후 운동 입력>30

If 식후 운동 입력값≥0
and if 식후 운동 입력값<10

Actions
권장량 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루 운동은, 식후 적어도 10분씩 하루 30분이
적절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자궁 수축등 임신 합병증을 유발
하거나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식후 10분 이상씩 하루 30분 운동이 적
절합니다.
운동시 피곤을 느낀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
을 취하세요.
식후 운동은 적어도 10분이상, 하루 30분 정도
가 권장됩니다.
만일 운동이 힘들면 휴식을 취하고 10분씩 나
누어 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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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 개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지식 베이스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은 Figure 5와 같다. 데이터베이스는 환
자의 정보를 표현하는 환자 정보 테이블, 환자가 입력하는 임신성 당뇨
병 관리 정보인 식이, 혈당, 운동, 케톤, 몸무게 테이블, 의사결정 규칙이
저장되어 있는 맞춤형 권고안 테이블, 일반적인 교육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음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과 운동 정보가 저장되
어 있는 테이블로 구성되었다.
Food
PK

PatientInformation
PrepregnancyBodyWei
ght

Diet
PK

FoodName
CaloriePerG

Calorie

Height

IntakeCategory

ExpectedDateOfDeliver
y

Food
Amount

PastExperienceOfHypo
glycemia

BloodGlucose
PK

Glucose
GlucoseCategory

Exercise

GeneralRecommendations
PK

ExerciseName

PhysicalActivity
PK

Met

ExerciseDuration
ExerciseCategory
ExerciseName

TailoredRecommendations
DietRecommendations

Ketone
PK

BloodGlucoseRecomme
ndations

KetoneGrade
PhysicalAcitivityRecom
mensdations

BodyWeight
PK

KetoneRecommendatio
ns

Weight
BWRecommendations

Figure 5. Entity Relationship Diagram fo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Managem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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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고리즘 개발
추출한 지식을 근거로 환자가 입력한 생활습관 정보에 따라 맞춤형 권
고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알고리즘 형태로 개발하였다. 알고리
즘은 Main Algorithm 1개와 Sub Algorithm 7개로 구성하였다. Main
Algorithm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보여준다.
Sub Algorithm은 사용자가 입력한 초기정보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각
관리별로 정상 범위 안내를 하는 Sub Algorithm; 알람 설정 및 해제를
하는 Sub Algorithm; 식이 정보를 바탕으로 식이 관리 권고안을 제공하
는 Sub Algorithm; 혈당 정보와 식이, 운동 정보를 바탕으로 혈당 관리
권고안을 제공하는 Sub Algorithm; 운동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 관리 권
고안을 제공하는 Sub Algorithm; 몸무게 정보를 바탕으로 몸무게 관리
권고안을 제공하는 Sub Algorithm; 케톤 정보와 식이, 혈당 정보를 바
탕으로 케톤 권고안을 제공하는 Sub Algorithm으로 이루어진다.
Figure 6은 Main Algorithm을, Figure 7은 몸무게 관리에 해당하는
Sub Algorithm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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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Y

== : equality
= : assignment
EDD: Expected Date of Delivery
BW: Body Weight
GDM: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BMI: Body Mass Index

If exist(height) == true and
exist(prepregnancy BW) == true
and exist(current BW) == true and
exist(EDD) == true

N
Get initial assessment data from user
(height, prepregnancy BW,
current BW and EDC)

Calculate prepregnancy BMI =
prepregnancy BW (kg)/
(height(m)*height(m))

Calculate gestational age
= Eliminated numbers after
decimal point
[40-{(EDD-current date)/7}]

Provide
diet/glucose/keto
ne/exercise/BW
normal range

Select body weight icon

BW
management

Select exercise icon

Physical
activity
management

Select ketone icon

Ketone
management

Select glucose icon

Blood glucose
management

Select diet icon

Nutritional
management

Select alarm icon

Alarm setting

Alarm setting

Provide general
recommendations

Provide overall
record

Current date >
EDD + 4 weeks

Select menu

end

Select education icon

Figure 6. Mai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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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general
recommendations

start

Get GA

GA≤12

Calculate
Lower normal weight:
prepregnancy BW+0.5
Upper normal weight:
prepregnancy BW+2

Y

GA : Gestational Age
BW: Body Weight
BMI: Body Mass Index

Provide normal BW range
(lower normal BW ~
upper normal BW)

N

Prepregnancy BMI
<18.5

Y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 +0.5+ (GA-12) x0.44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58

Input current BW

Does current BW
exist in this GA?

N

W4
(inform input BW)

Y

W1
(recommend lose
BW)

Y

W3
(recommend gain
BW)

N

Prepregnancy BMI
<25

Y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35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5

Y

Current BW >
Upper normal BW

N

Prepregnancy BMI
<30

Y

N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23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33

Current BW <
Lower normal BW

N
N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17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27

Figure 7. Sub Algorithm for Body Weight M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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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recommend BW
is normal)

end

6) 화면 설계
화면은 연구자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앱 설계 가이드를 참고하여
Pencil 2.0.5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연구자가 설계한 화면을 전문 디
자이너가 다듬는 과정을 거친 화면 설계 과정의 예는 Figure 8과 같다.

→

→

Figure 8. Examples of Design Screen

화면은 초기정보 사정 및 설정, 정상 범위 안내, 교육, 알람, 메뉴, 입
력관리, 식이 관리, 혈당 관리, 케톤 관리, 운동 관리, 몸무게 관리, 앱
정보 화면으로 총 12개로 구성된다.
Figure 9는 환자가 처음 앱을 실행했을 때 초기 정보를 입력하는 화
면이다. 이 화면에서 키, 임신 전 몸무게, 현재 몸무게, 이전 저혈당 경
험 유무, 예정 분만일을 입력함으로써, 식이 및 몸무게 정상 범위를 계
산하고 앞으로 제공하게 될 권고안에 이들 정보가 반영된다. 초기 정보
를 입력한 다음 보여지는 화면인 Figure 10은 임신성 당뇨병의 각 관리
에서 환자별 맞춤 정상 범위를 안내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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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creen for initial
assessment

Figure 10. Screen for informing
normal range

Figure 11. Screen for providing
overall record

Figure 12. Screen for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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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creen for setting alarm

맞춤 정상범위를 안내 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알람 설정 화면과 교
육 화면을 거쳐 화면 Figure 11로 가게 된다. 입력 관리 화면인 Figure
11은 환자의 임신 주수와 일주일간의 입력률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앱
화면 위에 있는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Figure 12처럼 메뉴를 볼
수 있다. 알람 설정화면인 Figure 13은 각 관리에서 필요한 값을 입력
하기 위한 알람을 설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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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xample of GDM
management education – diet

Figure 14. Screen for GDM
management education

교육 화면인 Figure 14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교
육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다. Figure 15는 그 중 ‘임신성 당뇨병
의 관리 – 식사요법’ 메뉴를 클릭했을 때의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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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1. Screen for nutritional
management 1

Figure 16-2. Screen for nutritional
management 2

Figure 16-1과 16-2는 식이 입력 및 권고안 제공 화면으로 섭취한
음식을 입력하면 칼로리가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공하는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식이 정보가 보여지며 식이
정보에는 칼로리뿐 아니라 탄수화물 함유량도 포함한다.
Figure 17은 혈당관리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혈당입력’ 버튼을 클릭
하면 Figure 18처럼 혈당을 입력하는 팝업이 뜨게 된다. 대상자가 혈당
을 입력하면 식이, 운동과 조합한 권고안을 제공한다. Figure 19은 운동
관리 화면으로 운동량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권고안을 제공받는다. ‘운동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Figure 20처럼 운동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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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creen for blood glucose
management

Figure 18. Screen for input blood
glucose

Figure 19. Screen for physical
activity management

Figure 20. Screen for input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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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creen for ketone
management

Figure 22. Screen for body weight
management

Figure 23. Screen for setting patient
information

Figure 24. Screen for app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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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은 케톤 관리 화면으로 자가 케톤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혈
당과 식이를 조합한 권고안을 제공 받는 화면이다. Figure 22인 몸무게
관리 화면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정상 몸무게 증가량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몸무게를 입력하고 권고안을 제공받는 화면이다. 설정 화면인 Figure
23에서는 기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앱 정보 화면인
Figure 24에서는 앱에서 사용한 임상실무지침을 비롯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다.

3. 구현

1) 데이터베이스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SQLite 3.8.1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서

테이블은

10개로,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저장하는

PatientInformation; 식이 정보를 저장하는 Diet; 혈당 정보를 저장하는
BloodGlucose; 운동 정보를 저장하는 PhysicalAcitivy; 케톤 측정 정보
를 저장하는 Ketone; 몸무게 정보를 저장하는 BodyWeight; 권고안이
저장되어 있는 TailoredRecommendation; 일반적 교육 내용이 저장되
어 있는 GeneralRecommendation; 음식 단위별 칼로리가 저장되어 있
는 Food; 운동별 1분당 소모하는 칼로리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MET)
가 저장되어 있는 ExerciseMet으로 구성하였다.

2) 시스템 개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Windows7 64bit 환경의 PC에서 구현하였
다. 프로그램은 Eclipse 개발환경에서 Android Developer tools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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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UI를 위한 라이브러리는 actionbarsherlock을 사용하였고, 개
발언어는 Java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3) 시스템 운영
본 논문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의 운영환경은 최소 Android 2.2버전
(코드네임: Froyo, API level: Android 8), 최대 Android 4.4버전 (코드
네임: Kitkat, API level: Android 19)까지 지원 가능하다.

4. 평가

1) 시나리오를 이용한 앱 오류 평가
앱의 오류를 검정하기 위하여 식이, 혈당, 케톤, 운동, 몸무게 관리에
서 각각 관리별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변수를 추출하여 그 기준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로 식이
관리에서 3개, 운동 관리에서 3개, 몸무게 관리에서 3개, 케톤 관리에서
9개, 혈당 관리에서 67개 총 85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평가에서 사
용한

스마트폰

기종은

삼성

SHV-E300S(galaxy

S4)와

LG

LU6200(optimus LTE)였다. 평가자 2명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를 입력한 후 앱에서 제시하는 권
고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오류 없이 일치했다(Table 8).
이 표에서 권고 성공(recommendation success)은 시나리오를 사용하
여 도출된 권고안과 완성된 앱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보여지
는 권고안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55

Table 8. Analysis of Data Entry and Recommendation Event
Recommendation Success (%)
Evaluator 1

Evaluator 2

100

100

100

100

100

100

Ketone management

100

100

Glucose management

100

100

Diet management
Physical activity
management
Body weight
management

2) 앱 사용성 평가
현재 임신중인 임부 2명과 분만 후 1년 이내인 산모 3명이 참여한 5
명의 사용성 평가 결과 평균 69.5가 나왔다(Table 9).

Table 9. Result of System Usability Scale Evaluation

Score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Average

52.5

60

87.5

70

77.5

69.5

평가자들이 추가로 제시한 기타 의견은 ‘알람 소리가 작은 점’, ‘식이
데이터베이스 추가’, ‘저장한 값 삭제 기능 추가’, ‘섭취량 입력 방식을 *
인분 방식이 아닌 *g 방식으로 입력 변경’, ‘식이 입력시 이전 입력값을
보여주는 기능 추가’, ‘식사 및 간식 입력 횟수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
도록 변경’, ‘앱 실행시 메뉴가 뜨게 변경’, ‘저녁 간식을 입력 후 입력
완료를 눌렀을 때 팝업을 뜨지 않게 변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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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ments made by System Usability Scale Evaluators
평가자

의견
-

앱을 실행하자마자 메뉴 화면이 나오게 변경

-

섭취량 입력 방식을 현재 ‘*인분’ 방식에서 ‘*g’으로 변경

-

식이 입력 시 끼니별 이전 입력값을 보여주는 기능 추가

-

식이 입력시 식사 및 간식 입력 횟수를 자유롭게 허용

-

저녁 간식을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팝업이
뜨지 않게 변경

-

저장한 값 삭제 기능 추가

-

알람 소리가 작음

평가자 2

-

식이 데이터 추가

평가자 3

-

섭취량 입력 방식을 현재 ‘*인분’ 방식에서 ‘*g’으로 변경

평가자 4

-

알람 소리가 작음

-

저장한 값 삭제 기능 추가

-

식이 데이터 추가

평가자 1

평가자 5

5. 수정 및 보완

사용성 평가자들이 제시한 내용 중 일부는 원형 앱을 수정보완 하는데
반영이 되었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Table 11에 평가자들의 의견과
반영 여부,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식이 관리에서 입력 할 수 있는 식이의 양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
하여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음식별 정보 외에 식품별 정보를 가져왔다.
식이 입력 시 현재 방식인 ‘*인분’ 방식이 아닌 ‘*g’ 방식으로 변경하였
으며 저녁 간식 입력을 했을 때는 ‘입력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이
뜨지 않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각 식이를 입력할 때 끼니별 이전 입력
값을 보여주도록 변경하였다. 입력 알람은 소리가 작다는 의견이 있어
큰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든 관리에서 저장한 값을 삭제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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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시 메뉴가 뜨게 변경’ 의견은 안드로이드 앱의 디자인 통일성
을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 ‘식이 입력시 이전 입력값을 보여주는 기능 추
가’ 의견은 임상실무지침에서 3식 3간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간식이나
식이 입력시 여러 번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Table 11. Outcomes of SUS
제시한 의견

채택유무

식이 데이터 추가

채택함

섭취량 입력 방식을 현재 ‘*인분’
방식에서 ‘*g’으로 변경

채택함

저녁 간식을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팝업이 뜨지
않게 변경
식이 입력 시 끼니별 이전 입력
값을 보여주는 기능 추가

이유 및 근거
식약청 제공 식품별 데이
터베이스 추가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식
사에서 저울에 재서 섭취
한다는 의견 반영

채택함

불필요한 기능을 제외함

채택함

-

알람 소리가 작음

채택함

-

저장한 값 삭제 기능 추가

채택함

-

식이 입력시 식사 및 간식 입력
횟수를 자유롭게 허용

채택하지 않음

앱 실행시 메뉴 화면이 나오게
변경

채택하지 않음

58

임상실무지침에서 3식 3
간식으로 권장.
식사 입력 시 횟수 제한
이 없음
안드로이드 앱 통일성을
위하여

6. 앱의 수용 의도 평가

앱의 수용 의도 평가에서는 설문조사에 총 36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동일 IP를 사용한 응답자 5명, 동일한 휴대폰 전화를 입력한 응답자 5
명, 임신 24주 미만인 응답자 2명, 분만 이후라고 응답한 자 1명, 과거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총 22명의 응답을 분
석하였다.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2.2세로 평균 임신 주수
는 32.7주였다. 학력은 고졸이 2명(9.1%), 대졸 16명(72.7%), 대학원
졸 4명(18.2%)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12명(54.5%), 시간제 직장
인이 1명(4.5%), 전일제 직장인이 9명(40.9%)이었고 경제상태는 중하
5명(22.7%), 중 13명(59.1%), 중상 4명(18.2%)이었다. 대상자 중 12
명(54.5%)는 지금 임신이 첫 임신이었고 2번째 임신은 8명(36.4%), 3
번째와 4번째 임신은 각각 1명(4.5%)이었다. BMI는 정상이 14명
(63.6%), 과체중이 8명(36.4%)이었다. 이전 임신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2명(9.1%)였고 나머지 20명(90.9%)은 임신성 당뇨병을
처음으로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성 당뇨병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명(36.4%)
이었고 나머지 14명(63.3%)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임신성 당
뇨병 관리를 위하여 의사에게 받은 처방은 식이관리만 처방 받은 대상자
가 4명(18.2%), 운동관리만 처방 받은 대상자가 5명(22.7%), 식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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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함께 처방 받은 대상자가 12명(54.5%), 식이와 운동, 인슐린을
함께 처방 받은 대상자는 1명(4.5%)이였다.
대상자 중 건강관련 앱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명(27.3%)이고
나머지 16명(72.7%)은 건강관련 앱 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정보제공을 하는 앱만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명(66.7%)이었고 정보제공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앱만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명(16.7%)이었으며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명(16.7%)이었다. 사용한 앱은 5명(83.3%)이 임신 관
련 앱을 사용하였고 2명(33.3%)이 다이어트 관련 앱을 사용하였고 4명
(66.7%)이 당뇨 관련 앱을 사용하였다.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번 사용이 1명(16.7%), 5번 사용이 3명(33.3%), 7번 이상 사용이 3
명(50.0%)이었다. 앱 사용 시간은 평균 4.8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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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Age (year)
25-29
30-34
35-39
Mean
Gestational Age (week)
25-29
30-34
35-39
Mean
Educational level
None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Master or PhD
Employment status
None
Part time job
Full time job
Economic status
Low
middle low
middle
middle high
High
The number of pregnancy
1
2
3
4
BMI (kg/㎡)
Normal (18.5-24.9)
Overweight(25.0-29.9)
GDM before pregnancy
Yes
No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GDM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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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12(54.5)
4(18.2)
32.2
7(31.8)
6(27.3)
9(40.9)
32.7
0(0)
0(0)
2(9.1)
16(72.7)
4(18.2)
12(54.5)
1(4.5)
9(40.9)
0(0)
5(22.7)
13(59.1)
4(18.2)
0(0)
12(54.5)
8(36.4)
1(4.5)
1(4.5)
14(63.6)
8(36.4)
2(9.1)
20(90.9)
8(36.4)
14(63.3)

Doctor’s prescription for GDM management
Only diet
Only physical activity
Diet and physical activity
Diet, physical activity, and insulin
Experience of health management app use
Yes
No
Features of the apps used before
Only providing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and managing health
Both
Contents of the apps used before
Pregnancy
Weight management
Diabetes management
Etc.
Frequency of app use per week
1
5
Over 7
Durations of apps use (minutes)
2
5
10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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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5(22.7)
12(54.5)
1(4.5)
6(27.3)
16(72.7)
4(66.7)
1(16.7)
1(16.7)
5(83.3)
2(33.3)
4(66.7)
0(0)
1(16.7)
2(33.3)
3(50.0)
2(33.3)
3(50.0)
1(16.7)
4.8

2) 수용 의도 평가 결과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 사용 의도 평균 점수는 5.5, 내재적 동기 평균
점수는 4.3, 지각된 용이성 평균 점수는 4.6, 지각된 유용성 평균 점수
는 5.0이다.

Table 13. Results of Acceptance test of Application
Category
사용
의도

내재적
동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Item
Mean(±SD)

Item
나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
할 의도가 있다.
나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
할 것 같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재미있어
보인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의 실제 사용
과정이 즐겁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 하는
것이 재미있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의 사용방법
은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사용 하기
쉽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에서 내가 하
고자 하는 바를 쉽게 할 수 있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건강관리에서 결정적인 부
분을 지원해준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증진
시킨다.
전반적으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
이 나의 건강관리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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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ean(±SD)

5.5(±1.1)
5.5(±1.1)
5.5(±1.2)
4.2(±1.7)
4.4(±1.8)

4.3(±1.6)

4.4(±1.7)
4.7(±1.7)
4.5(±1.9)

4.6(±1.7)

4.5(±1.9)
4.6(±2.0)

5.2(±1.7)
5.2(±1.7)

5.0(±1.7)

Ⅴ. 논의

본 연구는 시스템 생명주기에 근거하여 분석, 설계, 구현, 평가의 과정
으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 관
리 임상 실무지침에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연구이다. 이 연구 과정에서 파
악한 의미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단계에서 지식 추출 과정에는 NICE (2008), ADA (2012), 대한
당뇨병학회(2011), IOM (2009)에서 발행한 임상실무지침과 “임신성 당
뇨병과 운동요법(장학철, 2000)”, “당뇨병학(손현식과 대한당뇨병학회,
2011)”, “임상영양관리지침서(대한영양사협회, 2008)”을 참고하였다. 그
러나 임상실무지침에서 혈당, 운동 관리 영역의 경우 구체적인 관리 가
이드라인이 부족하여 해당 지식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 목표로 제시하는 상한값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하한값은 아직 연구결과로 나와 있지 않았다(Metzger et al.,
2007). 운동 관리 영역에서는 운동이 혈당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NICE, 2008) 임신성 당뇨병 임부 중 운동이 금기시되는 상태(대한당
뇨병학회, 2011)에 대한 안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운동 종류나 운동 방
법 및 시간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이 때문에 맞춤형 권고안에 대한 전
문가 평가나 앱의 사용성 평가에서 간혹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결
과가 나타났다. Sonnenberg와 Hagerty (2006)에 의하면 임상실무지침
이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시나리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널리 활용이 못 되고 있으며 따라서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리영역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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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와 인슐린을 사
용하지 않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를 구분하지 않고 앱을 설계하였다. 실
제 임신성 당뇨병 임부들이 의사가 인슐린을 처방하면 자가 혈당측정 결
과에 따라 인슐린량을 변경하여 주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처방에 관한 것은 간호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앱에 포함하지
않고 인슐린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진과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설계 과정에서는 앞서 분석단계에서 추출한 의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규칙을 생성하여 지식 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환자가 입력하는 생활습관 정보에 따라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하는 과정
을 알고리즘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임신성 당
뇨병 임부의 자기관리에 표준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의 설계 과정에서 기능 요구사항은 표준 소프트웨어 모델링 언어인
UML (Booch et al., 2007)을 사용하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정리하고,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와 지식 베이스 간의 관계는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형태로 정리하였다.
구현 단계는 설계 단계 산출물을 기반으로 앱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운영체제별
스마트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34.4%로
19.4%인 iOS를 사용하는 아이폰보다 보급률이 높아(박성욱 등, 2011)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도 조사와 앱의 평가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요구도 조사에서는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항
목에서 높은 점수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높은 요구가
있는 대상자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여 높은 요구도 결과를 얻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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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이처럼 온라인 설문의 자기 선택 문제(self-selection bias)
가 제기되고 있지만, 방법의 편리성으로 (Pitkow & Kehoe, 1996; 김호
영과 김진우, 2002)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을 이용
한 임신성 당뇨병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이므로, 요구도 조사
나 사용성 평가 시 온라인 설문을 하는 것이 정보시스템을 자주 사용하
는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앱의 평가는 시나리오를 이용한 오류 평가, 사용성 평가, 그리고 수용
의도 평가를 하였다. 시나리오를 이용한 앱의 오류 평가에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권고안과 완성된 앱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도출되는

권고안이

모두

일치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System

Usability Scale (Brooke, 1996)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균 69.5점
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보통수준에 해당하지만, 수용 가능한 점수를 의미
한다(Bangor, Kortum, & Miller, 2009). 그리고 평가자 5명 중 3명의
점수가 52.5점, 60점, 70점으로 보통수준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2명의
점수는 87.5점, 77.5점으로 좋은수준(Bangor et al., 2009)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앱의 사용성 평가로 얻은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식이 입력
방법과 팝업이 뜨는 조건을 변경하고, 식이 데이터베이스와 저장한 값을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알람 소리를 크게 변경하였다. 식이 입력
방법의 변경은 구체적으로 ‘*인분’이 아닌 ‘*g’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요구도 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기능이며, 일반적인 건강관리 앱에서 식이
를 입력하는 방식과 다른 기능이다. 이러한 수정보완을 통해 앱의 높은
사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 보완한 앱의 수용 의도 평가에서 사용 의도 평균 점수 5.5, 내재
적 동기 평균 점수 4.3, 지각된 용이성 평균 점수 4.6, 지각된 유용성
평균 점수 5.0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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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항목이 7점 척도의 중간점수인 3.5
점보다 높은 점수로 측정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사용
의도에서 모든 문항의 설문조사 결과 5.5점이고 지각된 유용성에서 ‘임
신성 당뇨병 관리 앱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
킨다.’와 ‘전반적으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이 나의 건강관리에 유용하
다.’ 문항의 설문 조사 결과가 각각 5.2점인 것으로 보아 사용자들은 전
반적으로 앱의 기능이 유용하여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앱 개발을 위한 분석
단계부터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반면에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설문 조사 결과는 4.3점으로 특히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재미있어 보인다.’ 항목에서 설문조사 결과
4.2점이 나온 것은, 앱을 사용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 동기부여가 안 된
것으로 여겨진다.
앱의 수용 의도 평가 시, 몇몇 사용자들이 혈당 입력 기능과 정상 몸
무게를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저장한 수치를 그래프
화 하여 추이를 볼 수 있는 기능과 식이 섭취와 혈당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러한 의견은 요구도
조사와 원형 앱 평가 시에 제시되지 않아 앱 개발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
지만, 앞으로 입력한 정보의 추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자기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들은 앱 사용 당시를 회상하여 설문에 응답하
는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조사되어 측정의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기술 수용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 시 평가자의 수용과정에
서 느끼는 심리 상태를 단계별로 측정하지 못하고, 사후 측정을 함으로
써 수용 당시를 회상하여 설문에 응답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유재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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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2010). 그리고 자기 보고식의 평가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
인 경향을 보이는 한계점이 있다(박귀화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 모델을 사용하여 자기 보고식 평가를 하므로 같은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 임상실무지침에서 제시한 임신성
당뇨병 관리의 모든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임신성 당뇨병 선별
검사나 진단검사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구현하지 않았다. 따
라서 추후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더욱
많은 이용자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앱에서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스트레스 관리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다.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혈당은 생활습관뿐 아니라
스트레스 영향도 받는다(Sacks, 2011). 임신성 당뇨병 임부는 갑작스러
운 질병의 진단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Daniells et al.,
2003) 효과적으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
는 방법도 제공되어야 한다 (박정은, 2012).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짧은 연구기간으로 앱에 대한 임상적인 효
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앱을 이용하
여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임상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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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성 당뇨병 자기관리를 돕기 위하여 임신성 당뇨
병 관리 임상 실무지침에서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
고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권고안을 개발하
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은 시스템의 개발 생명주기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문헌고찰 및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임신성 당
뇨병의 위험 요인’,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해야 하는 교육의 필요성’,
‘식이 관리’, ‘케톤 관리’ 등 9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영역의 지식과 ‘비
정상 혈당을 경고하는 기능’, ‘혈당 측정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등 15개
시스템 기능을 추출하였다. 9개 관리영역에서 14개 일반적 교육 내용과
49개 맞춤형 권고안을 추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앞서 추출한 15개 시스템 기능을 바탕으로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의 기능 요구 사항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설계
하고,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15개를 추출하여 속성과 값
을 정의한 데이터 사전을 구축하였다. 일반적인 교육내용과 추출한 의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규칙을 지식 베이스로 구성하
였다.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와 지식 베이스 간의 관계를 개체-관계 다
이어그램 형태로 정리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생활습관 정보에 따라 맞
춤형 권고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8개의 알고리즘 형태로 개발하고 기능
요구사항을 근거로 12개의 화면을 설계하였다.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 기초하여 Eclipse 개발 환경에서
Android Developer tools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UI 개발을 위한 라

69

이브러리는 actionbarsherlock을 활용하였다. 개발언어로는 Java를 사
용하였으며 Android 2.2버전에서 Android 4.4버전까지 지원 가능하게
개발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앱의 오류, 사용성, 수용 의도를 평가하였다. 앱의 오
류 평가에서는 2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참여하였다. 시나리
오에서 제시하는 권고안과 각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평가자가
앱에 입력한 후 앱이 제시하는 권고안을 비교하였다. 권고안은 모두 일
치하였다. 앱의 사용성 평가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 5명을 대상으
로 앱을 일주일간 사용하게 한 후 Brooke의 System Usability Scale을
측정하였다. 평균 69.5점이 나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을 조사하였다.
사용성 평가 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앱을 수정 보완한 후
앱의 수용 의도를 평가하였다. 임신성 당뇨병 임부를 대상으로 앱을 일
주일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 의도와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동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가
하였다. 총 2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사용 의도 5.5, 내재
적 동기 4.3, 지각된 용이성 4.6, 지각된 유용성 5.0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입력값에 따른 맞춤형 권고
안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연구로서, 본 연구 과정에서 얻은
지식, 맞춤형 권고안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임상실무지침에서 제시한 임신성 당뇨병의 선
별검사나 진단검사와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능을 추
가한다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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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자기관리 중 스트레스 관
리와 같은 심리적인 면은 다루지 않았다. 개발한 앱에서는 그런 경우 의
료진과 상담하도록 하였지만,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임신성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목표는 혈당을 정상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앱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앱을 활용한 후 혈당의 변화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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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Data dictionary
Item 1
Patient
Information

Diet

Item 2

value

unit

Data type

range

Current body weight

***

kg

real number

30~150

Prepregnancy body weight
Height
Expected date of delivery
Past experience
of hypoglycemia

***
***
yyyymmdd

kg
cm

real number
real number
point in time

30~150
100~200

Category
Food
Amount

Blood
glucose

Category
Value

Physical
activity

Category

Body weight

Activity name
Duration
Value

Ketone

Grade

있음 | 없음
아침 | 오전 간식 | 점심 |
오후 간식 | 저녁 | 자기 전
Codded text

coded text
g

아침 식전 | 아침식후 1시간 |
점심식후 1시간 | 저녁식후 1시간
| 취침 전 | free text
***
아침 식후 운동 | 점심 식후 운동 |
저녁 식후 운동
***
***.*
노란색(0) | 연한 분홍색(+1) |
진분홍(+2) 또는 보라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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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d text
mg/dl

real number

0~999

min
min
kg

real number

0~999
0~200
30~150

real number
coded text

부록 5. 알고리즘
start

Y

exist(x): x가 database에 존재 하면
true, 아니면 false

If exist(키) == true and
exist(임신 전 몸무게) == true and
exist(현재몸무게) == true and
exist(분만예정일) == true

== : equality
= : assignment
BMI: Body Mass Index

N
Get initial assessment data
from user
(키, 임신 전 몸무게, 현재
몸무게, 분만예정일)

Calculate prepregnancy BMI =
임신 전 몸무게(kg)/{키(m)*키(m)}

Calculate gestational age(임신주수)
= 40-{(분만예정일-현재 날짜)/7}
에서 소수점 버림.

식이/혈당/케톤/
운동/몸무게
정상 범위 안내

관리 시간
알람 설정

일반적 교육내용 열람

몸무게 관리 버튼 선택

몸무게 관리

운동 관리 버튼 선택

운동 관리

케톤 관리 버튼 선택

케톤 관리

혈당 관리 버튼 선택

혈당 관리

식이 관리 버튼 선택

식이 관리

알람 설정 버튼 선택

관리 시간
알람 설정

교육 버튼 선택

일반적 교육내용
열람

관리 종합화면 안내
(관리 입력 상황 설명)

현재 날짜 > 분만
예정일 + 4주

관리 메뉴 버튼 선택

end

Mai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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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식이/혈당/케톤/
운동/몸무게
정상 범위 안내

혈당, 케톤, 운동,
정상 범위 안내

Get prepregnancy
BMI

하루 맞춤 칼로리 안내 :
25kcal/kg/day(현재체중 기준)
or 1700kcal 중 큰 것

Prepregnancy

Y

BMI≥30㎏/㎡

N

하루 맞춤 칼로리 안내 :
32kcal/kg/day(현재 체중 기준)
or 1700kcal 중 큰 것

추천 끼니별 칼로리 안내
아침, 각 간식들: 하루 맞춤 칼로리 x 0.1
점심, 저녁 : 하루 맞춤 칼로리 x 0.3

Get GA

GA≤12

Calculate
Lower normal weight: prepregnancy
BW+0.5
Upper normal weight: prepregnancy
BW+2

Y

N

Prepregnancy BMI
<18.5

Y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 +0.5+ (GA-12) x0.44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58

Y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35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5

Y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23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33

임신 주수별 추천 몸무게
범위 안내
(lower normal weight ~
upper normal weight)

N

Prepregnancy BMI
<25

end

N

Prepregnancy BMI
<30

N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17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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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gestational age
BW: Body Weight
BMI: Body Mass Index

start

관리 시간
알람 설정

선택='아침 식이 알람'

Y

A='아침식이'

Y

A='아침간식'

N
선택='아침 간식 알람'

알람 A 해제

해제
N
Y

선택='점심 식이 알람'

알람 A 해제
상태 표시

A='점심식이'
해제 또는
변경 선택

N
Y

선택='점심 간식 알람'

변경

end

Y

A='점심간식'

알람 A 설정
시간 표시

알람 A 시간 설정이
되어 있는가?

N
Y

선택='저녁 식이 알람'

알람 A 시간
설정

A='저녁식이'
N

N
선택='저녁 간식 알람'

Y

A='저녁간식'

Y

A=아침식전혈당

Y

A=아침식후혈당

Y

A=점심식후혈당

Y

A=저녁식후혈당

Y

A=자기전 혈당

N
선택='아침식전 혈당 알람'
N
선택='아침식후 혈당 알람'
N
선택='점심식후 혈당 알람'
N
선택='저녁식후 혈당 알람'
N
선택='자기전 혈당 알람'
N
선택='케톤 알람'

Y

A=케톤

Y

A=운동

N
선택='운동 알람'

N

알람 A 시간
변경

A=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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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몸무게 관리
Get GA

If GA≤12

Calculate
Lower normal weight:
prepregnancy BW+0.5
Upper normal weight:
prepregnancy BW+2

Y

임신 주수별 추천 몸무게
범위 안내
(lower normal BW ~
upper normal BW)

BMI: Body Mass Index
BW: Body Weight
GA: Gestational Age

N

Prepregnancy BMI
<18.5

Y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 +0.5+ (GA-12) x0.44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58

Input current BW

Does current BW
exist in this GA?

N

Prepregnancy BMI <25

Y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35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5

Y

W4
end

Y
Current BW >
Upper normal BW

N

Prepregnancy BMI <30

N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23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33

Y

W1

Y

W3

N
Current BW <
Lower normal BW

N
Calculate
Lower normal BW:
prepregnancy BW+0.5+(GA-12)×0.17
Upper normal BW:
prepregnancy BW+2+(GA-12)×0.27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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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start

운동 관리

Input activity
category, name,
duration

Sum activity
duration per
selected category

E3

Y

Total duration
per category < 10

N

Total duration per
category ≤ 30

N

E2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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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1

start

Input ketone
grade

케톤 관리

Ketone grade =
'노란색(0)'

K1

Y

N
If exist
(아침 식전
blood glucose)

N

K2

Y
If 아침 식전 blood
glucose≥200mg/dl?

K3

Y

N
Ketone grade =
'진분홍(+2)' or '보라(+3)'

K4

Y

N

Sum 'ketone 입력
날짜 – 1일' calorie

N

N

Total calorie of 'ketone 입력
날짜 – 1일'≥1700?

If exist
('날짜'=='ketone 입력 날짜 – 1일',
'diet category' == 저녁간식)

'ketone 입력 날짜 – 1일'의 식이
'입력완료'버튼을 눌렀는가?

Y

N

K8

Y
K7

N

K5

If exist
('날짜'=='ketone 입력 날짜 – 1일',
'diet category' == 저녁간식)

Y

K9

Y

K6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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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혈당
관리

혈당 입력

G1

G5

입력한
혈당≥200

Y

G6

G5

입력한
혈당>70

N

입력한
혈당≥100

N

Y
If exist(혈당 직전
식이)

M2

N

G4

N

Y

입력한
혈당≤70

입력한
혈당≤50

Y

G9

Y

N

N

Y

식후
혈당인가?

직접 입력
혈당인가?

N

권고안
없음

N

이전 저혈당
경험

입력한
혈당≤70

N

N

Y

Y

입력한
혈당≥140

아침식전혈당

Y

Y

G3

G2

N

G3

G10

Y

Y

Y

입력한
혈당≤80

입력한
혈당≤95

N

N

N
Y

G7

G11

N
G8

Y
L1

Y

직전 입력식이
합>권장량X1.1

이전 저혈당 경험 and
입력한 혈당≤80
Y

N

N

P1

Y

If exist(혈당
직전 운동)

N

N

M3

L2

If exist(혈당
직전 운동)

B6

N

직전 입력
운동량>30분

N

직전 입력식이
합≥ 권장량X0.9

Y

Y

B5

직전 입력 운동량>30분

직전 입력식이
합>권장량X1.1

N

N

직전 입력식이합
≥ 권장량X0.9

Y

직전 입력
운동량>30분

Y

B3

N

M3

M2

If exist(혈당
직전 운동)
Y
직전 입력식이 합
>권장량X1.1

Y

권고안
없음

M4

직전 입력식이 합
≥ 권장량X0.9

N

Y

N

Y

직전 입력
운동량≥10분

B1

N
Y

N

M5

Y

Y

Y

M1

N

If exist(혈당
직전 운동)

N

Y
M1

If exist(혈당 직전
식이)
Y

L3

If exist(혈당
직전 식이)

If exist(혈당 직전
식이)

M2
Y

직전 입력식이 합≥
권장량X0.9

N

N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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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입력
운동량≥10분

Y

직전 입력
운동량≥10분

H5

Y

N

Y

N

H1

H2

H3

H4

B2

N

아침식전혈당

N

H6

start

식이 관리

Get prepregnancy
BMI

하루 맞춤 칼로리 안내 :
25kcal/kg/day(현재체중 기준)
or 1700kcal 중 큰 것

Y

Prepregnancy BMI
≥30㎏/㎡

N

하루 맞춤 칼로리 안내 :
32kcal/kg/day(현재 체중 기준)
or 1700kcal 중 큰 것

추천 끼니별 칼로리 안내
아침, 각 간식들: 하루 맞춤 칼로리 x 0.1
점심, 저녁 : 하루 맞춤 칼로리 x 0.3

Input diet category,
food, amount

입력한 음식의 칼로리 계산
(입력한 음식의 100g당
칼로리 x 입력한 양)

N4

N

'입력 완료' 버튼을
눌렀는가?

Y
팝업 띄움:
" 저녁간식 유무는 케톤 관리에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저녁 간식을 먹었는데 입력하지
않았다면 입력후 '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Calculate '하루 총 섭취 칼로리':
입력한 모든 음식의 칼로리

하루 총 섭취 칼로리 >
하루 맞춤 칼로리x1.1

N1

Y

N

하루 총 섭취 칼로리 <
하루 맞춤 칼로리x0.9
N
N2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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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N3

부록 6. 맞춤형 권고안
권고안
번호

권고안

몸무게 관리
W1

현재 몸무게가 '현재 입력한 몸무게 값'kg 로 권장 몸무게보다 높습니다.

W2

현재 임신 주수에 따른 권장 몸무게 범위는 ‘lower normal BW’kg ~ upper normal
BW’kg입니다.

W3

체중을 정상범위로 유지하세요.

W4

현재 몸무게가 '현재 입력한 몸무게 값'kg 로 권장 몸무게 범위입니다.
운동 관리

E1

권장량 운동을 하였습니다.

E2

하루 운동은, 식후 적어도 10분씩 하루 30분이 적절합니다.

E3

과도한 운동은 자궁 수축 등 임신 합병증을 유발 하거나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케톤 관리
K1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음식섭취량과 섭취시간을 잘 지키면 케톤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2

아침 식전 혈당을 입력하세요. 혈당이 높아 케톤 산증이 오면 케톤뇨가 나올 수 있습니
다.

K3

고혈당에 의한 케톤 산증으로 발생한 케톤뇨일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
요.

K4

케톤뇨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K5

어제 식이가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날짜의 식이를 모두 입력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식 섭취량과 섭취시간을 잘 지키면 케톤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6

어제 총 식사량이 '어제 총 섭취 칼로리'kcal로 1700kcal보다 많이 섭취하고 어제저녁
식후 간식을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톤뇨가 나왔습니다.
음식 섭취량과 섭취 시간을 잘 지키는데도 케톤뇨가 나오면 의료진과 상담 시 이야기하
세요.

K7

어제 총 식사량이 '어제 총 섭취 칼로리'kcal로 1700kcal보다 많이 섭취하였지만 어제저
녁 식후 간식을 섭취하지 않아 공복시간이 길어져서 케톤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녁 식후 간식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K8

어제저녁 식후 간식을 섭취하였지만 어제 총 식사량이 '어제 총 섭취 칼로리'kcal로
1700kcal보다 적게 섭취하였기 때문에 케톤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량과 섭취시간을 잘 지키면 케톤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9

어제 총 식사량이 '어제 총 섭취 칼로리'kcal로 1700kccal보다 적게 섭취하였고 어제저
녁 간식을 섭취하지 않아 공복시간이 길어져서 케톤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녁 식후 간식 섭취를 포함하여 음식 섭취량과 섭취시간을 잘 지키면 케톤뇨 발생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G1

혈당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G2

식후 혈당이 목표치 140mg/dl 보다 높습니다.

G3

혈당이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정상혈당을 유지하세요.

G4

저혈당은 아니지만 목표 범위보다 낮습니다.

99

G5

혈당이 저혈당 기준인 70mg/dl 보다 낮습니다.
지금 바로 사탕 3~4개나 주스 3/4컵(175ml)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 뒤 15분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하세요

G6

주변 사람들에게 저혈당을 알리고 의료진에게 알린 후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응급센터에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G7

혈당이 저혈당 기준인 70mg/dl 보다 낮습니다.
지금 바로 아침식사를 하세요.
아침식전 혈당이 저혈당이 나오면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G8

혈당이 저혈당 기준인 70mg/dl 보다 낮습니다.
지금 바로 사탕 3~4개나 주스 3/4컵(175ml)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 뒤 15분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하세요.
자기 전 혈당이 저혈당이면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G9

혈당이 정상입니다.
이전에 저혈당 증상이 있었으므로 15분 후 다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G10

혈당이 목표치 95mg/dl보다 높습니다.
아침식전 혈당이 고혈당이 나오면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G11

혈당이 목표치 95mg/dl보다 높습니다.
자기 전 혈당이 고혈당이 나오면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P1

이전에 저혈당 증상이 있었으므로 15분 후 다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B1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많지만 과도한 운동
으로 혈당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운동 권장량을 지키세요.

B2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많고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낮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B3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이지만 과도한 운동을 하
여 혈당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운동 권장량을 지키세요.

B4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 섭취하였고 과도한 운동
을 하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낮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B5

과도한 운동을 하고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적어 혈당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운동 및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B6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적어 혈당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H1

권장량 운동을 하였지만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
보다 많이 섭취하였기 때문에 고혈당일 수 있습니다.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H2

권장량 운동을 하지 않고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
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기 때문에 고혈당일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단, 운동 금기사항인 경우에는 운
동을 하지 않고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H3

권장량 운동을 하고 권장량 식사 섭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혈당이면 의료진과의 상담
이 필요합니다.

H4

권장량 식사 섭취를 하였지만 권장량 운동을 하지 않아서 고혈당일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 이상 운동을 하세요.
운동 금기사항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H5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권장
량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당이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케톤뇨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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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였지만
권장량 운동을 하지 않아 고혈당일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케톤뇨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운동 금기사항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L1

직전 식사섭취량을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를 하는데
도 저혈당이면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L2

권장량 식사 섭취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저혈당이면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L3

직전 식사 섭취량이 '직전 식이 섭취량 입력값 합'kcal로 권장량보다 적어서 저혈당일 수
있습니다.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M1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식후 운동량을 입력해주세요.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음'을
입력해주세요.

M2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직전 식사량을 입력해주세요.

M3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직전 식사량과 식후 운동량을 입력해주세요.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음'을 입력해주세요.

M4

케톤뇨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M5

식사량을 모르지만,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였다면 케톤뇨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식사 권장량을 지키세요.
식이 관리

N1

식이 섭취량이 ‘하루 총 섭취칼로리’kcal로 추천 섭취량인 ‘하루 맞춤 칼로리’kcal를 초
과하였습니다.
추천량을 지키세요.

N2

식이 섭취량이 ‘하루 총 섭취칼로리’kcal로 적절합니다.

N3

식이 섭취량이 ‘하루 총 섭취칼로리’kcal로 추천 섭취량보다 적습니다.
케톤뇨가 양성이 나올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N4

오늘 식이 섭취량이 완전히 입력되지 않아 식이 섭취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식이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 끼니별 식이 섭취량은 혈당관리에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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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앱 사용 설명서
http://gdmapp.tistory.com/, gdmapp.tistory.com/m/post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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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앱 사용성 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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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수용 의도 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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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Tailored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Management
Smartphone Application
Soo jung J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eoun-Ae Park, PhD, FAA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smartphone
application for self-management of the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 patients. This application provides GDM patients
with tailored recommendations based on patients' assessment data.
The

application

was

developed

following

the

systems

development life cycle; analysis - design - implementation evaluation. In the analysis phase, 9 GDM management domains with
14 general and 49 tailored recommendations, and 15 system
functions were extracted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the
user requirements survey. In the design phase, user interface based
on functional requirements, knowledge base with recommendations,
and database based on data dictionary were designed. Then, the
algorithms linking assessment data and tailore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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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eveloped. In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application was
developed in the Eclipse development environment using Java and
the Android Developer tools. The application can operate in the
Android 2.2 to 4.4 versions. In the evaluation phase, the error and
usability of application as well as users’ acceptance were tested.
For the error test, two Android users were asked to test the
application using 85 scenario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application were compared with recommendations provided in the
scenarios. All of the application recommendations were matched
with those in the scenarios. For the usability, five GDM patients
were asked to use the application for a week and rate the
application with the System Usability Scale. The average usability
score was 69.5 out of 100. For users’ acceptance, 22 GDM patients
were asked to use the application for a week and rat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intrinsic motivation,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Behavioral

intention

to

use,

intrinsic

motivation,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scores were 5.5,
4.3, 4.6, and 5.0 out of 7 respectively.
This study wa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a smartphone
application

providing

tailored

recommendations

for

GDM

management based on assessment data. The knowledge extracted
in the application development process will be helpful for the GDM
patients in their self-management.

Keywords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Self-management,
Tailored recommendations, Mobile health,
Student Number : 201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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