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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발달장애 시설 임시 폐쇄와 격리 등으로 수요자가 겪는 고통이 심해지고 
있으며, 입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미흡한 상황으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를 위
한 제도적,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자녀와 보호자
를 위해 체계적인 입원 치료 가이드 및 퇴원 후 관리와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서비스 사례분석
을 통해 수요자들의 요구와 개선 요소를 도출한 뒤,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수요자들과 함께 
Co-creation을 진행하였으며, 입원 전부터 퇴원 후까지 알기 쉬운 치료 여정과 올바른 정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콘셉트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협업 공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사용성 평가 및 검증을 통하여 서비스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사용자경험 중심의 
발달장애 병동 보조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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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ue to the temporary closure and isolation of facilitie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the pain suffered by consumers is getting worse, and there is no clear 
solution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inpatient servic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ervice 
system that can prevent institution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for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ystematic inpatient treatment guides, post-discharge management, and correct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After deriving the needs and 
improvement factors of consumers through domestic service case analysis, we conducted co-creation 
with end-users using the double diamond methodology. A possible service concept was derived. 
Accordingly, a collaborative sharing app service was proposed, and the usefulness of the service was 
confirmed through the usability evaluation and verific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n assistance system for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ward based on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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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부의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2021년 12

월 말)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26만여 명이다
[1].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발달장애는 유
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때 시작돼 평생 돌
봄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돌볼 책임은 
가정이 지고 있으며 돌봄 가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여러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
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공공, 민간 협력구조의 지원 
서비스는 수요대비 공급이 미흡한 현상을 보이며, 통합
적 지원정보 체계 미비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2].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보고서
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장애 중에서도 대다수 발달장애
인 가족들은 돌봄 부담이 가중된 현실에 어려움을 토로
했다[3]. 또 한 장애 발생부터 입원 초기, 치료, 퇴원 후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부모들의 우울감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보
호자의 우울 지수는 19.43%로 전체 국민의 우울 지수 
6.27%의 3배이다[4]. 대게의 가정이 초기에 자녀가 장
애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수업과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었
음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서비스 형
태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5]. 이러한 이유
로 발달장애 가족들의 부담을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환아에게 전문 병동 시스템
으로의 전환 필요 및 발달장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
계적인 입원 치료 서비스디자인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 경험에 기반
하여 요구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 서비
스를 개발하여 실제 사용자들을 통해 검증하여 향후 발
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 및 범위에 있어, 실제 사용자(End User)의 

적극적인 참여에 가치를 두고 수요자가 직접 서비스 개

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숨은 요구를 반영하고
자 하였다. 

발달장애인 이해관계자들의 상황과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혁신을 위한 프레임 워크, 디자인 카운
슬의 ‘진화된 더블다이아몬드’ 모델 [그림 1]을 활용하
였다[6].

그림 1. 디자인 카운슬 ‘진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이는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디자인적 사고를 기반
으로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기존 통념과는 다른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찾아냄으로써 최선의 해결안을 개발해 나가는 
통합적인 방법이다[7].

1단계, 발견단계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확산하고 2
단계, 정의단계를 통해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그렇
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조사와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방
식이 필요해질 때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 병원의 다양한 의료진과 보
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 부모의 
요구, 입원 치료의 방향, 입원 생활의 불편함 등에 대해 
심층 파악하였다. 둘째, 발달장애 환자, 보호자, 이해관
계자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24시간 
과업과 감정변화 및 스트레스 정도를 시각화한 고객 여
정 맵을 개발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서
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였다. 서비스 목표를 기반으
로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검증을 시도한 뒤 발
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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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의 개념 및 이해 
「발달장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선천적 또는 

발육과정에서 대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 및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시각 발달, 청각 발달 등의 특수 감각 기능
들이 해당하는 나이에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8]. 
발달장애의 종류는 지적장애와 전반적 발달장애(자폐
성, 아스퍼거 증후군), 특이적 발달장애(학습장애, 주의
력 결핍 장애, 의사소통 장애, 운동 장애) 3가지로 구분
이 된다[9].

발달장애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추정
이 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완전 치료는 기대
하기 힘들다[10]. 발달장애를 질병이 아닌 장애라고 부
르는 이유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초기 발견과 조
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어릴수록 가소성이 
뛰어나서 조기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높기 때문이
다. 이때 치료보다는 아이의 특성과 개성으로 이해하고 
향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을 통
해 자녀의 발달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하며 한 시점에서의 발달 정도보다 일정 기간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반복적인 검
사가 시행된다[11].

올바른 자녀의 관리를 위해 입원 전 단계부터 중반, 
후반, 사후 관리까지 정확한 정보와 보호자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중요하다. 

2. 발달장애 보호자가 직면한 문제 분석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발달장애 병동이 임시 폐쇄

되고, 시설은 격리되었다. 따라서, 환자는 적절한 시기
에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하고 있으며, 
그들을 24시간 동안 관리하는 보호자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들을 위한 올바른 
소통과 정책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나 선행 연구
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르
는 보호자들이 많다. 또 한 그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 및 
정보성이 부족한 현실이며, 자녀들의 관리 차원에서 보

호자와 환자,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
급하다. 

의료 서비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4P 중심의 
(Preventive:예방, Predictive:예측, Personalized:개
인 맞춤, Participatory:참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12].

Ⅲ.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 분석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발달장애인들과 보호자의 일
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국내 서비스 플랫폼들을 선정해
보았다. 

선정 기준으로는 디지털 이용이 활발한 시대적 특징
을 고려하였으며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3개, 자녀의 사
회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3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1개
와 웹서비스 2개를 선정하였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으로
는 발달장애 자녀 평생 설계 준비 ‘채비 넷’이며 현재 가
장 대중적인 서비스이다. 웹 서비스로는 장애인 부모들
이 자녀 양육 및 재활 정보를 교환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①‘한국 장애인 부모
회’, 교육부에서 개발한 장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건
강, 교육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부모를 위한 실제적이
고 체계적인 양육정보 제공 서비스 ②‘온 맘’으로 살펴
보았다.

두 번째,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돕는 서비스로는 대
부분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자폐성 장애 자녀의 학부
모가 이사로 재직하며 장애인식을 위해 노력하는 협동
조합인 ① ‘꿈 고래 놀이터’, ‘ETRI’ 차세대 콘텐츠 연구
본부에서 ② VR, AR을 이용하여 개발한 발달장애인의 
향후 직업 훈련을 돕는 콘텐츠 서비스, 마지막으로 창
원시청에서 개발한 발달장애 아동과 전문 상담사의 로
봇 기반으로 원격상담 기능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 ③ 
AI 로봇 기반의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 케어’ 등으로 조
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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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진 서비스 사례 특징 및 기술

서비스 구분 특 징

보호자

채비 넷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으로 장애 자녀의 
평생 설계,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

한국 장애인
부모회

고령 장애인과 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책개발, 장애인
의 편리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개발한 사이트

교육부
‘온 맘.

장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 교육, 관련 서비스 등
에 대한 부모를 위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정보를 
제공

자녀

꿈 고래 
놀이터

자폐성 아이들의 기능에 맞는 직업을 갖고 지역사회 내
에서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개발

ETRI
차세대 콘텐츠 

연구본부

인지능력, 선호 감각 등이 서로 다른 발달장애인들을 위
한 AR, VR 콘텐츠를 통해 직무능력을 자동으로 평가하
고 실시간 콘텐츠에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사회훈련을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창원시청
발달장애 청소년용 온라인 인지 정서 평가 도구와 사회
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AI 로봇에 탑재하고 학습시켜, 
장애 아동의 개인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그 결과,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는 다수의 사례가 올
바른 양육을 위해 동료 간의 정보 활용이 많았으며, 실
제 돌봄 제공자들이 경험담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
스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부모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발달장애인들이 처한 환
경을 인지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가 부족하며 
인식률이 낮았다. 또 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서비스는 
가상환경을 이용하여 시, 공간에 제약 없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어가고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
문에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

1. 현황 및 필요성
실제 수요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립 정신건강센터(엠 센터) 소아
청소년과와 함께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체 
홍보 활동을 통해 실제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와 전문가
를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팀 구성표

팀 구성

정책 수요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관련 전문가 6명

이해관계자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 공무원,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3명

디자이너 디자인 기획,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2명

국립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확진자 입
원 병동 운영으로 인해 소아 청소년 입원 병동이 중단
된 상황이며, 입원 환아의 수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코로나 이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 현황 (단위:명)

구분 ‘18 ‘19 ‘20 ‘21

전체 
입원 환아 142 133 11 0

발달장애
입원 환아 15 7 0 0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
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발달장애아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였으나 자녀와 함께 입원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마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 전문 병동 개원을 위
한 입원 치료 서비스 연구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이해하기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핵심수요자 선정 및 조사 목표

를 설정하였다. 실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를 포
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투표를 통해 장애가 최초 
발생하는 영유아를 기점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발달장애 아동과 돌봄 가족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7~8세가 학교를 입학하면서 단체생활을 준비하기 위
해 큰 변화를 겪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과 정보를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핵심
수요자 선정 후 조사 목표를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 번
째,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 전문 병동에서 할 수 있는 정
책, 제도,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어떻
게 하면 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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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하면 부모의 도움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지? 이다.

3. 발견하기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조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의 숨

겨진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①
서비스 사파리 ②심층 인터뷰 ③이해관계자 맵을 진행
하였다. 

3.1 서비스 사파리 (Service Safari)
서비스 사파리는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

론으로 ‘야생’으로 나가 서비스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 
가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며 고객을 이해함으로써 더 
정확한 요구를 찾을 수 있다[13].

조사 대상지는 국내 대표적인 발달장애 어린이 병원 
2곳을 선정하였다. 이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투표를 
통해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장소로 선택하였으며, 두 
병동은 국내 유일의 장애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으로 
양질의 진료와 안전한 병원 환경으로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며, 사전에 각 병원에 허
가를 받은 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라운딩 전에 발
달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정책, 제도, 치료, 지원 서
비스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조사 목표 3가지를 상기시
키며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A, B 두 병원의 입원 병동과 프로그램 세팅 환경을 
확인하고 장점을 파악하여 국립재활원에 필요한 부분
을 체크 해보도록 하였다. 

첫 번째, A 병원은 주변 자연환경이 정서적으로 안정
을 주었으며, 미술치료의 목적으로 발달장애 환아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 매년 전시회를 여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병원 자체가 아늑하고 포근하였
으며,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층마다 가족 공간이 메인에, 간호 스테이션이 양쪽
에 위치되어 있어서 긴급 상황 시 바로 대처 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이 눈에 띄었으며, 의료진과 전문가가 수
요자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안한 가족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보호자들끼리 자연
스레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동
질감을 느끼며 위안 삼는 보호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라운딩을 통해 국립재활원에 가족끼리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보호자를 위한 그룹 치료, 더 
나은 진료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4].

표 4. 1차 조사 활동 내용

A 병원 현장 조사

일시 2021.6.15.(화) 오전 9시~11시

인원 5명(담당 공무원 2명, 수요자 2명, 전문가 1명)

미션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정책, 제도, 치료, 지원 서비스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재확인하며 라운딩

장점 편안한 환경, 다양한 프로그램,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필요 점 보호자를 위한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구성

두 번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진 어린이 병원 B는 코
로나 19로 인해 내부 정리가 되어있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동선이 널찍하여 로비 이동이 편했
다. 내부공간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나무 또는 나무색을 
사용하였고 사방이 자연을 볼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된 
장점이 있었다[표 5].

표 5. 2차 조사 활동 내용

B 병원 현장 조사

일시 2021.6.15.(화) 오후 1시~3시

인원 7명(담당 공무원 2명, 수요자 4명, 전문가 1명)

미션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정책, 제도, 치료, 지원 서비스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재확인하며 라운딩

장점 자연 친화적인 내부 환경, 넓은 공간, 보호자 공간

필요 점 병동 공간 활용 및 의료진과의 협업 서비스 필요

이는 A 병원과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노
출을 시켜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는 시각적인 배려를 발
견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재활원에도 시각적인 면에서 창 크기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복도에 부모 대기실의 
공간이 넓고 쾌적하였고 야외 놀이터와 지하 실내 놀이
터 공간이 있어서 당사자는 물론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
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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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병원을 라운딩하면서 공통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보호자를 위한 편안한 공간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닌 보
호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며, 국립재활원에 
이를 위한 서비스와 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서비스 사파리 후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

제와 요구를 알아보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6. 발달장애 관련 인터뷰 대상자

대상 인원

발달장애 관련 의료진 3명

특수학급 초등 교사 1명

인터뷰 대상으로는 위 [표 6]에 보듯이, 발달장애 아
동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발달장
애 부모의 욕구, 입원 치료의 방향, 입원 생활의 불편함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먼저 관련 의료
진에 대한 인터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입원을 원하는 수요자가 예상외로 적다는 점이
다. 관련 병동의 경우, 초기 90 병실을 계획했으나, 최
대 입원은 37~38 병실이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
해 12 병실이 입원 중이라 하였다. 또 한 학기 중에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수업으로 인하여 오후 낮 병동 
(18시 입원) 요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기 입원 시, 보호자끼리의 마찰이 있다는 점
이다. 보호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입원을 
결정한 만큼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며, 특히 부모 대신 
조부모가 보호자로 오는 경우 세대 간의 격차 등으로 
보호자들끼리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호자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병원에서는 강
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진다. 

셋째, 의료진의 피로도, 이탈률, 그리고 환자보다 치
료사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영유아 담당과 청소년 담당 의료진은 달라야 
하는데 청소년 발달장애 아동을 치료할 인력이 부족하

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가족 단위 치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이 있었는데, 이는 부모뿐 아니라 형제를 포함한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인터뷰 관련 발달장애 
어린이 병동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하여 양육에 대한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키트를 제공하여 가정 
내 상호작용 기회를 늘려 발달증진을 돕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진이 부모에게 입원 시나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의료진에게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면 부모의 
부재로 치료 과정을 알 수 없고 가정에서 사후 관리 시 
올바른 돌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모의 
개입 조건으로 입원 절차 밟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다음 특수교사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점은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각각의 자녀 수준에 맞
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
한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장애인 학생
들과 장애 학생들이 잘 어우러지고 함께 하는 통합교육
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 한, 나아가 학생들이 
다니는 치료실, 병원,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학
생을 지도하는 한 팀이 되어 학생 지도에 접근하는 방
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였다. 교사들도 학생 지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특히,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지도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나 다양
한 지도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대중화되었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후 모든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통적인 의
견을 취합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업하여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치료단계별 정보와 국립재활원 발달장애 어린이 병
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어피니티 다이어그
램(Affinity Diagram)을 이용하여 [표 7]과 같이 현재 
국립재활원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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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사 활동 후 문제점 도출 및 정리

순위 문제점 득표수

1 보호자 동행 입원 생활 9

2 병동 공간 배치 7

3 자녀의 치료 목표 4

4 퇴원 후 사후 관리 4

[표 7]에서 보듯이 최대 득표는 발달장애 자녀 입원 
시 보호자 병동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 이 부분은 24시간 자녀와 함께 병동 생활을 하면서 
오는 피로감과 가족끼리의 마찰, 공동생활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앞서 서비스 사파리
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공간 활용의 중요성을 파악하
였기 때문에 보호자 공간 및 병동의 휴게실이나 놀이 
공간의 전문성 또 한 필요하며 시설 설치 시 대상자의 
특성 및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나머지는 치료 
목표를 위한 문제점과 진단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
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위주로 논의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우선순
위 3가지로 정리해보았으며 [표 8]과 같이 정리해보았
다.

표 8. 수요자들의 요구 정리

순위 필요 점 득표수

1 진단 및 치료 시스템 12

2 병동 공간배치 11

3 부모교육 8

가장 많은 득표가 나온 것은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구
축 부분이었다. 타 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치료를 
원활하게 하고, 평가, 진단, 치료를 원스톱으로 가능하
게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입원하면서 진단 목표, 치료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 후 역시 치료 계획이 필요하였다. 

그 외에 부모님들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과 정보의 
다양화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휴식 시설 강화 등 공간

배치에 관련한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입원 기간의 부모
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정리하였다.

3.3 이해관계자 맵
발달장애 아동 가족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표 9][그림 2]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표 9. 이해관계자 리스트

구분 대상

핵심대상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

직접적 이해관계자 가족, 형제, 친척, 활동 보조자, 
교사,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

발달장애 가족 센터, 동네 주민, 또래 친구, 학급 친구, 
비장애 친구의 부모, 
당사자들의 가족 등

그림 2. 이해관계자 맵

이해관계자 맵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상외로 
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이 다양하였다. 이는 
지자체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는 있지만 유
명무실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 고민하는 가족들을 
위해 서로 같은 상황의 보호자 간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의료진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공감대
를 이루는 보호자들 간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수요자를 
관리 할 수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이 필요하
며, 부모에게 자녀의 나이대에 따른 생활방식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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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는 것 또 한 중요하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대
면하는 치료사나 의사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치료 방향
이나 소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성장 과정을 
부모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주치의 개념의 인식이 필
요하다. 부모의 닥터 쇼핑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장기적 
평생 설계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으로 심어 가야 할 부
분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센
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의료적 지원은 의료진이, 생
활 상담의 지원은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정의하기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이전까지 실수요자의 시선으로 

발견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①페르소나 
(Persona)를 정의하고 ②고객 여정 맵 (Customer 
Journey Map)을 만들어 서비스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4.1 페르소나 (Persona)
페르소나는 가상 인물을 통해 사용자의 삶과 요구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방법을 한눈에 파
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대표 
수요자 ‘나라구’ 씨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표 10]에 
정리하였다.

‘나라구’ 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이며, 조산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장애를 의심했
었지만, 집안 환경 문제로 자녀의 발달장애 진단을 초
등학교 2학년 때 받았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손주의 상
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녀의 상황이 주변에 노출
되는 것을 우려했다. 남편의 잦은 부재로 자녀를 혼자 
돌보는 시간이 많았으며, 하루하루 지쳐가는 ‘나라구’ 
씨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은 손주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 따라서 대표 페르소나가 처한 
여러 상황을 기반으로, 보호자의 정책적인 도움과 초등
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도출해 보기로 하였다. 

표 10. 대표 페르소나 (서비스 핵심 수요자)

나라구 (45세 주부)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너의 미래가 궁금해”

행동 주도적, 소극적, 자기중심적, 강한 성취욕

필요한 것

- 자녀를 위한 정확한 정보
- 선배 보호자의 경험담
- 가족 주치의 개념의 정신과 의사
-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들

불편한 것

- 친인척의 불필요한 위로, 동정
  (너니까 할 수 있어, 나 같으면 못 살아)
- 내 아이를 이야깃거리로 삼는 것
- 경제적, 혼자만의 시간 부족

4.2 고객 여정 맵 (Customer Journey Map)
고객 여정 맵은 대표 페르소나의 시, 공간에 따른 경

험과 감정을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사용자 
관점에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방식이며[14], 페르소나를 생각하며 문제 상황을 순서
대로 나열하였고 각 상황에 따른 감정선을 연결하였다
[그림 3].

p

그림 3. 고객 여정 맵 진행

먼저 ‘나라구’씨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최초 병원에 입원하는 시점으로 정했고 
서비스 여정을 입원 전, 중, 후로 나눈 뒤, 각 여정에 따
른 감정과 문제점을 통해 [표 11]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1. 고객 여정 맵 분석

Task 문제점 통찰력

치료 자녀의 치료에 대한 
고민과 갈등

진단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인 
방향성 가이드 제공 

정책
행정 문제로 인해 

학교와 주변에 알려야 
하는 부담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필요

금전 만만치 않은 치료비 부모의 닥터 쇼핑 방지 
know-how 공유

입원 입원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 
및 퇴원 후 걱정

사후 관리 및 
부모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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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 씨는 입원 전 자녀의 자해 및 타해 등 문제 
행동을 시작으로 치료시설과 입원 기관을 탐색하며 입
원 준비를 하였다. 입원 준비를 하면서 학교와의 행정
적 문제 때문에 주변에 어떻게 알릴지 에 대해서도 난
감했다. 두려움도 컸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 입원 결정
을 했지만, 시작이 쉽지 않았다. 입원 후 의료진을 만나
면서 긍정적인 희망을 품었지만, 입원 생활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치료비 또 한, 걱정이며 퇴원 후에 의료
진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
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나라구’ 씨의 감정선은 대
부분 낮은 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고객 여정 맵을 통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방향
성을 제시하며, 입원 생활의 체계적인 계획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올바른 자녀 관리 시 부모
의 도움 능력을 향상하며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함이다.

4.3 서비스 목표 수립
 앞서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서

비스 방향을 위해 정책 수요자의 문제 도출 및 정리를 
하였다. 먼저 수요자가 직면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어
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표 12]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2. 수요자가 직면한 문제점 정리

첫째, ‘치료의 목적성 부재’는 초기 진단부터 치료까
지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아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가
중한다는 점이다. 의료진과의 방향성(신뢰)과 치료(진
료) 과목의 체계화, 그리고 부모 도움 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둘째, ‘입원 생활 계획표의 부재’에서는 집을 떠나 낯
선 병원에서 24시간을 지내야 하는데, 병원에서의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였다. 이에 
따라 자녀 치료 시간 외에 보호자를 위한 추가적인 서
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셋째, ‘퇴원 후 사후 관리’에서는 집에서 자녀 지도를 
잘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알고 싶다는 의
견과 병원 입원 시 적응과 퇴원 후 유지에 대한 우려를 
발견하였다. 

수요자(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가 직면한 문제를 도
출하여 문제점을 기회로 바꾸는 질문을 통해 ‘치료의 
목적성 부재(입원 전, 중, 후)를 해결하기’와 ‘부모와 동
반 입원 시 입원 생활 계획표 부재를 해결하기’라는 2가
지 서비스 목표를 수립하였다. 

5. 발전하기
발전하기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서비스 목표를 기

반으로 최종 서비스의 콘셉트를 제안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며,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최종 아
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단계이다.

5.1 아이디어 워크숍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서비스 목표 2가지에 따라 

브레인 라이팅을 진행하였다. 브레인 라이팅은 글로 대
화하며 아이디어를 발산시키는 방법으로 핵심문제에 
대한 수요자들 개인당 3가지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순위 문제점

1 치료의 목적성에 대한 부재 

2 입원 생활 시 계획표 부재

3 퇴원 후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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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쓴 아이디어 밑에 발전된 아이디어나 연관된 새로
운 아이디어를 기록한 결과 182개의 아이디어를 도출
하였으며, 투표를 통해 핵심 아이디어를 [표 1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3. 브레인라이팅 핵심 아이디어 도출
어떻게 하면 

“치료의 목적성에 대한 부재”를 해결 할 수 있을까?

1 입원 전 학교, 가정에서의 문제 행동 리포트를 사전에 받고 평가 
결과를 통해 환자, 보호자, 치료사가 치료 목표 수립 회의를 연다.

2 입원 결정 과정에서 1차 치료 목표를 보호자와 의료진이 합의 후 
계획한다.

3 입원 중, 퇴원 후 목표를 세운다.

4 보호자를 위해 각 치료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고 공식문서를 만들어 
읽고 이해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입원 생활 계획표 대한 부재”를 해결 할 수 있을까?

1 환자에게 필수적인 평가, 치료, 수업, 공통생활 시간을 배정하고 일
주일 생활 계획표를 만든다.

2 슬기로운 병원 생활 환자, 보호자 편을 만든다.

3 발달장애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치료실, 치료사 사진을 계획표 안
에 구성한다. 

4 보호자의 휴식 시간, 외출 시간 구성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첫째, 서비스 목표인 ‘치료의 목적성 부재’ 해결을 위
해서, 입원 전 자녀의 문제 행동 리포트를 사전에 받아 
수요자의 문제 행동에 맞게 의료진과 함께 계획을 수립
하여 퇴원 후에도 부모님이 지속해서 자녀 치료에 대해 
이해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론화된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입원 생활 계획표 부재’ 해결을 위해서, 
수요자의 공통일정과 개별일정에 대한 일주일 계획을 
만들어 원활한 치료와 함께 치료 외 시간에는 보호자에
게 휴식과 부모교육을 제공하게 해 준다. 보호자 휴식 
시간 또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녀 양
육으로 인한 부담감과 피로감을 감소할 수 있게 도와준
다.

5.2 아이디어 스케치
이 과정은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최종 아이

디어를 시각화하는 단계로, 이해관계자와 아이디어 스
케치 도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검증대상 아이디어는 이전 발전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현실성이 높은 아이디어로 진행하였
다. 대표적으로 발달 병동의 입원 절차 및 각 치료와 평
가에 대한 안내를 일반인이 이해하고 보기 쉽게 제작하
자는 의견이었다. 

입원 전부터 보호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병원 
생활에 대한 가이드가 명료해야 한다. 입원부터 퇴원까
지의 치료 여정 맵이 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전에 자녀 상태 점검 후 입
원 전, 중, 퇴원 후 목표기에 초점을 맞춰 기록할 수 있
는 입원 생활 수첩과 읽기 쉬운 가이드북 이 필요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다. 수요자들
의 의견에 따르면 평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
용하지만, 자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인 인터페
이스의 의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의 의견이 있었다. 앞서 조사한 
‘목소리’는 글 보다 매우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영상
보다 준비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수요자가 어느 상태
이든 말로서 간편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고, 보호자
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표 14]
와 같이 결론을 정리하였다. 

표 14. 아이디어 스케치 결과

순위 이해관계자 아이디어 의견

1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치료 여정 맵 (느린 학습자용 읽기 쉬운 자료) 
,병원 내에 치료단계를 보기 좋게 제작

2 입원 생활 수첩+ 읽기 쉬운 가이드 북

2 편리한 VUI 음성서비스 플랫폼

첫째, 입원 전, 중, 후를 통틀어 의료진과 보호자와 전
문가들이 수요자의 꾸준한 치료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입원 서비스가 필요한 
점과 둘째, 원활한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관찰
하고 기록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 수첩과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에 있어 VUI (Voice User Interface)와 같
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안에서 서로 같은 상
황의 보호자들끼리의 수평적 공유를 통해 새로운 결과 
창출을 기대하며 자연스러운 ‘공유환경’을 만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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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6. 전달하기
전달하기 단계에서는 앞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시화

하고 보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문제점을 점검, 개선
하여 최종 실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6.1 최종 콘셉트 제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한 아이디어 결과 분석 후 1, 

2위로 선정된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
과 최종적으로 발달장애 어린이 병동의 일반적인 계획
표 대신 수요자 맞춤형 계획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는 입원 생활과 치료에 대한 일회성 정보 대신 통합
적으로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 발달장애 가족이 치료 계획에 참여할 수 있기 때
문에 자녀의 치료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 
서비스 개선 전과 후를 비교분석 하여 아래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5.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입원 생활 안내자료의 분산적 제공 및 
일회적인 사용

입원 생활 및 입원 치료에 대한 안내자
료의 통합적 제공 및 장기적 사용

의료진이 발달장애 환아에 대해 평가 및 
치료 계획 수립

발달장애 가족이 함께 치료 계획 수립에 
참여

의료진이 발달장애 환아 치료 진행 후 
가족에게 내용 전달 제한

발달장애 가족이 직접 치료 관찰 후 치
료내용에 대해 상담 참여

일반적인 입원 생활 계획표 제공 발달장애 환아 맞춤형 계획표 제공

이에 따라 서비스 콘셉트를 자녀의 원활한 입원 치료
를 위한 맞춤형 생활 일지로 선정하였으며, 자칭 ‘○○
○의 우당탕탕 탐험일지’라고 명칭 하였다. ‘○○○’에는 
자녀 이름이 들어간다. 이는 자녀의 평가 결과를 토대
로 주치의, 치료사,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병동 일지
이며, 자녀의 치료 여정을 보호자가 알기 쉽게 제작하
여 입원 생활 안내, 치료목적, 치료내용, 그리고 퇴원 후 
관리까지 자녀의 치료 계획에 협의하며 함께 목표를 완
성해 가는 여정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콘셉트에 대해 검증을 하

고자 [그림 4]와 같이 주요 장면을 시나리오를 제작하
여 수요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림 4. 최종 콘셉트를 위한 스토리보드

6.2 발달장애 입원 서비스 안내
 앞서 스토리보드 방식을 통해 서비스의 의도와 다르

게 해석되는 부분이나 수정 사항 등을 체크하고 보완하
여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최종 서비스를 아래 [표 16] 
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자녀 상태 파악하기, ②입원 치료 계획표, ③입원 
생활 계획표, ④부모교육, ⑤사후 관리 이렇게 총 5가지 
서비스별로 주요 특징을 나열하였으며, 초반 입원 전 
자녀 상태 파악부터 퇴원 후 가정에서의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입원 중에는 자녀의 치료 계획표를 통해 자녀의 일과
를 기록할 수 있으며, 가족들을 위한 생활 계획표를 제
공하여 준다. 환아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입원 생활을 통해, 입원 생활로부터 오는 피로감과 불
편함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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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주요 서비스 특징

우당탕탕 탐험일지

자녀 상태
파악하기

우리 자녀의 알기 쉬운 치료 여정 안내 (자녀와 함께 이 길을 
신나게 걸어가기 위한 안내도)

입원 치료 
계획표

발달장애 자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치의, 치료사, 보호자
가 협의하여 치료 계획 수립
보호자가 직접 평가와 치료를 관찰하고, 입원 생활 중에 지속
적으로 자녀를 상태를 기록 함

입원 생활
계획표

발달장애 자녀 및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개인 
맞춤형 입원 생활 계획표

부모교육 수요자 대상으로 부모교육 제공 및 워크샵

퇴원 후 관리 퇴원 후 가정에서 중재 지속, 비대면 프로프램을 통해 원격 서
비스 제공

본 연구에서는 앞서 주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진행하였다
[표 17]. 무형의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프로토타입은 이
해관계자와 정책 수요자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15].

먼저 치료 여정을 함께 꾸려 갈 수요자와 의료진의 
간단한 이력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자녀 치
료의 목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 정보뿐만 아니라, 주치의 정보
를 사진과 함께 업데이트하여 수요자로부터 이해와 신
뢰를 얻을 수 있고, 사전 단계를 거쳐 주치의와 함께 치
료 목표를 세운다.

표 17. 주요 서비스 별 프로토타입

01. 사용자 체크리스트 / 치료 계획 수립

02. 수요자 및 의료진 소개

03. 입원 여정 맵 / 생활 계획표

04.자녀 일지기록

05. 부모교육 / 퇴원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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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표는 일, 주 단위로 입력하여 목표 할당량을 
시각화하여 인지능력을 상승시켜 주며 가장 중요한 치
료 달력은 한 달 주기로 나타내어 전체 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일, 주 단위로 세부 명세를 볼 수 있으
며, 직관적이면서 심미성 있게 구성하여 치료 여정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놓치기 쉬운 자녀의 치료 시간 및 약 복용 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알람기능을 넣었으며 이는 보호자
가 자녀를 관리하는 동안 모바일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
질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알람을 통해 복용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다. 프
로토타입을 거쳐 주요 서비스 사용에 관한 애플리케이
션 화면 구성을 [표 18]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8. 협업 공유 애플리케이션 주요 디자인

서비스 별 화면 디자인

01. 로그인, 메인 화면

02. 수요자 및 의료진 소개, 사전 체크 후 치료 목표 공유

03. 치료 다이어리 (일, 주, 월 단위), 알림 체크 

04. 치료진단 및 프로그램 소개

또 한 주치의의 진단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화면을 구성하였고 진단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에 따른 중요한 설명은 공유와 저장이 가능 하기 때문
에 따로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치의와 사
전 예약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면담 역시 가능하다. 이
렇게 쌓인 기록물들은 퇴원 후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실
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Ⅴ. 서비스 검증 및 결론

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발

달장애인의 입원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 14명에게 각 
서비스 항목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표 
19]와 같이 그룹을 정리하였다.

그룹 A에 속한 2명은 발달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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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또는 전문가로서, 가장 근접한 이해관계자이기 때
문에 평소 수요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집단
이며, 보호자들과 원활한 교류를 위한 방향성 역시 관
심이 많은 집단이다. 

표 19. 서비스 유용성 평가 설문 대상

대상그룹 그룹 특성

전문가(A) 발달장애 관련 의료진 2명 (A1~A2)

관계자(B) 발달장애 병원 관계자 4명 (B1~B4)

사용자(U) 발달장애 환아 보호자 8명 (U1~U8)

그룹 B에 속한 4명 또 한 발달장애 병동 관계자로 병
원에 내원하는 수요자들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평소 병
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집단이다. 그룹 U
에 속한 8명은 발달장애 아동을 둔 보호자로서 실제 자
녀를 입원시킬 예정이거나 입원했었던 경험을 기반으
로 필요한 요구에 적합하여 실현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6]. 사용성 평가 설문지 예시
는 아래 [표 20]과 같으며,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20. 서비스 유용성 검증 설문지

서비스별 유용성 검증 설문 예시

자녀 상태
파악하기

입원 전 단계에서 사전 체크가 자녀의 상태 파악과 치료 목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입원 치료 
계획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협업하면서 각자의 의견출동이 일어나
지 않을지? 또 한 협업의 필요성이 유용한지?

입원 생활
계획표 치료 계획표의 캘린더 기능은 유용한지?

부모교육 다양한 부모교육이 자녀 관리 시 도움이 될지? 또 한 어떤 교육
을 받고 싶은지?

퇴원 후 관리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에서 꾸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또 한 유용할지?

먼저 그룹 U 검증 결과 모든 서비스 콘텐츠가 4.5 이
상으로, 실제 수요자에게 서비스로 제공되었을 때 유용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표 21]과 같이 정리
하였다.

특히, 사전 체크와 수요자 맞춤형 병원치료 및 생활 
계획표는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또 한, 병원을 처음 
방문하기 전 자녀의 진단을 미리 확인하여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상태에 대한 준비를 
미리 계획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 추가로 개
선이 되었으면 하는 수요자들의 의견도 수립 할 수 있
었다.

표 21. 그룹 U 서비스 유용성 평가

4.8점 사전문진을 통한 치료 계획 수립

평가
이유

전국적으로 발달장애 치료시설이 미비한데 초반에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자녀 상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진료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에게 큰 장점이다. 발달장애 아동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병원의 불필요한 대
기시간의 간소화 시킬 수 있다.

그 외 
의견

목표 수립 전에 입원 치료 사례 내용을 의사들이 직접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의료진과의 방향성이 맞지 않았을 경우 해결책 마련하는 방법이 필
요한 것 같다.

4.5점 수요자 및 의료진 소개

평가
이유

보호자가 자녀에게 의료진 사진을 매일 보여주면 타인에 대한 거부
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 외 
의견

의료진 소개를 자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치료실,
치료사 사진으로 구분하여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협업과 동시에 주치의와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예약시간을 설정
하는 콘텐츠가 추가되어도 좋겠다.

4.7점 입원 생활 계획표, 자녀 기록 일지

의견
치료 여정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이고 표현이 긍정적이어
서 입원 생활이 두려움보단 희망이 생길 것 같다. 또 한 주기별로 
세부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어 정보 접근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
다.

그 외 
의견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계획 치료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자녀의 치료
를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보호자가 놓치는 부분을 표기하
는 것은 큰 장점

자녀의 신체 리듬에 맞는 시간대를 보호자와 함께 설계 할 수 있는 
콘텐츠 필요 및 녹음 기능방식 고려

4.7점 부모교육 및 퇴원 후 관리

의견
보호자들에게는 퇴원 후가 정말 중요한데 다양한 교육과 온라인 서
비스가 단순 치료에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준다는 느
낌을 받아 신뢰가 들고 유용하다.

그 외
의견

온라인이 서툰 보호자를 위한 대체 서비스 마련, 센터나 병원에 선배 
보호자를 초청하여 강연하기

두 번째, 실 수요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룹 A, B 
검증 결과 4.5점 이상으로 서비스의 유용성을 긍정적으
로 파악 할 수 있었으며, 대중적으로 올바른 정보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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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와의 원활한 소통 측면에서 기술적인 추가 의견을 
알 수 있었다[표 22].

 
표 22. 그룹 A, B 서비스 유용성 평가

5점 사전문진을 통한 치료 계획 수립

평가
이유

사전에 자녀의 상태를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하게 될경우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보다 긍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과 신뢰가 생기
며, 초반 의료진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

그 외 
의견

초반 장애 발생 시 올바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에 자녀 상
태 파악하는 방법이 특정병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노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미디어 활용이나 건보공단 누리
집에 노출 등등)

4.7점 수요자 및 의료진 소개

평가
이유

병원과 보호자 그리고 수요자의 올바른 소통에 장점이 될 것 같다. 
보호자 만큼 담당 주치의들도 환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 
의견

그룹 교육이나 활동 시 관계자들의 이력 포함하여 멘토링 가능한 프
로그램 추가  

4.5점 입원 생활 계획표, 자녀 기록 일지

의견
기존의 딱딱한 병원 계획표보다 재미있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는 
느낌이 좋다. 긍정의 마음으로 활기찬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 
의견

주치의 피드백 부분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큰 장점이나 의료진이 많
은 수요자들을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부분은 인력 문제 포함하여 전문가와 담당을 명확히 해
야 할 요소로 보인다.

4.8점 부모교육 및 퇴원 후 관리

의견 사실 퇴원 후가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바
른생활이 보호자들의 짐을 덜어주길 바란다.

그 외 
의견

애플리케이션 내 챗봇 활용 / 지역 간 발달장애 네트워킹을 통한 보
호자 심리상담 및 핫 라인 창구개설, 팟캐스트 라디오를 통한 교육 
또 한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

2. 결론
2.1 연구 요약
발달장애인은 일평생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

며, 24시간 동안 자녀의 돌봄으로 인해 보호자는 신체
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
자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연
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수요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요 정책 
및 치료 문제에 대한 숨겨진 요구를 도출하였고, 어린
이 병원의 다양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
해 발달장애 보호자의 요구와 입원 치료 방향, 입원 생

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층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료
진과 부모가 협업하여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
단계별 안내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둘째, 핵심수요자와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자녀의 상
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의
료진, 치료사, 보호자와의 서로 간의 ‘협업 공유’가 중요 
포인트다. 따라서 자녀의 알기 쉬운 치료 여정과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는 ‘우당탕탕 탐험일지’라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는 발달장애 자녀의 입원 전부터 퇴원 
후까지, 자녀의 치료 목표를 함께 협력하여 세우고 목
표에 맞는 치료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치료 서비스를 개
선해 나가는 것이다. 또 한 부모가 직접 평가와 치료를 
관찰하고, 입원 생활 중에 자녀를 상황을 기록하는 시
스템을 마련하여 사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크게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실제 수요자들
에게 시나리오 검증을 진행하여 피드백 반영 후 협업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2년부터 
발달장애 어린이 병동 환경 개선에 시범적으로 운영하
여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향후 핵심수요자 범위를 
확대해 발달장애 환우들과 보호자들에게 편안한 입원 
환경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2 연구의 핵심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실제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Co-creation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 있
는 협업을 진행하였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가 의미가 있었다. 페르소나, 고객 여정 맵 등 서비
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들의 입장을 깊게 관찰
해보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
요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스토리보드와 프로토타입을 
통해 서비스 효용성을 확인하고 그 유용성 가치 또 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발달장애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은 타 기관에서도 다양한 연구의 기
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코
로나 4단계 격상으로 대면 워크숍 진행이 원활하지 않
았던 부분과 코로나 확진자 입원 병동 운영으로 인해 
소아 청소년 입원 병동이 중단된 상황이며,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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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상 수가 제한적 이어서 입원 환아 보호자 의
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 워크
숍에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는 없었지만 앞
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해 향후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더 좋은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환경 변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함께 참
여해 주신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과 관계
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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