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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ed to design and develop an automated personalized self-care (APSC) program for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The secondary aim was to present a clinical protocol as a mixed-method research to test the program effects. Methods: The 

APSC program was developed in the order of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and was guided by the self-regulatory theory. The content validity, heuristics, and usability of the program were verified by experts 

and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Results: The APSC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goal setting, education, monitoring, and 

feedback components corresponding to the phases of forethought, performance/volitional control, and self-reflection of self-regulatory 

theory. Using the mobile application,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learn from educational materials, monitor their health behaviors, receive 

weekly-automated personalized goals and feedback messages, and use an automated conversation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self-care. The ongoing two-year study utilizes a mixed method design, with 180 patients having type 2 diabetes mellitus randomized to 

receive either the intervention or usual care. The participants will be reviewed for self-care self-efficacy, health behaviors, and health out-

comes at 6, 12, 18, and 24 months. Participants in the intervention group will be interviewed about their experiences. Conclusion: The 

APSC program can serve as an effective tool for facilitating diabetes health behaviors by improving patients’ self-care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for self-care. However,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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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생활 습관이 변화하여 당뇨병 유병

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 

중 14.5%, 65세 이상 노인 중 29.0%인 것으로 나타나[1] 당뇨병 

환자 관리에 상당한 의료비용이 요구된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조직과 기관의 손상과 같은 만성 

합병증이 발생하며, 2002~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 1,407명을 관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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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에서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2]. 당뇨병성 만

성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이 없는 환자보다 사망률이 

2.08~4.46배 높았고[3] 당뇨병성 합병증이 심각할수록 우울증 

발생이 증가하였다[4].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은 동반 합병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며, 두 개 이상의 합병

증이 있는 환자는 모든 영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5] 합병증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만성 합병증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가 치료목적을 달성하고 만성 합병증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건강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과 관련된 생활 습관 요인으로는 운동, 식이, 흡연, 
음주, 당뇨약 복약 이행도 등이 있다[6]. 만성질환자의 건강 행위 

습관화를 유도하여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중재 제공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

을 반영하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7]. 하지만 당뇨병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는 점점 

증가하는 데 비해 의료진의 인적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건강 

행위 중재의 지속적 실행이 어려우며 환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합병증 발생 위험성을 파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8]. 따라서 환자들이 나타내는 데이터들

을 통합하여 대상자에 따라 개별화된 피드백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 요구되며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다양한 

정보기술들이 전 세계 산업,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

고 있다[7]. 이와 같은 정보기술은 만성질환자들의 효과적인 관

리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의료계에도 적극적으로 적용

되고 있고, 당뇨병 환자 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주로 

생활 습관과 인슐린 주사 지도, 혈당, 자가관리, 합병증 모니터링

에 중점을 두고 있다[9]. 건강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중재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패턴을 학습하여 맞춤형 

제안을 제공하거나 가상 인간이 대상자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건강 위험을 탐지하고 행동 변화를 제안하는 방법은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병원 방문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

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인공지능 기술인 기계학습을 

이용하면 대상자의 혈액 지표, 식습관, 신체 계측 및 신체 활동량 

등의 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혈당을 예측할 수 있고 개인에

게 적합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 챗봇(Chat bot)은 자동화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50대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피드백, 정보,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16주 후 혈당, 당화혈색소

(HbA1c), 체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챗봇과 상호작용한 횟수

가 많을수록 혈당과 당화혈색소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0].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된 건강 행위 애플리케이션[11-14]은 

챗봇을 활용하여 건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자료와 피드백

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동기부여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밥 종류, 면 종류, 빵, 과자 등과 같이 섭취한 

음식의 큰 분류만 기록하고, 양은 조금, 적당히, 과식 등으로 기

록하거나[11], 섭취한 총 열량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여[14] 대상

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하

는 데 제한이 있었다. 대상자가 버튼을 눌러 질문을 선택하는 닫

힌 대화 방식의 챗봇을 사용하여 오류가 적지만 한정된 질문만 

할 수 있었으며 설계된 구조 안에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

복적인 답변이 생성되는 한계가 있었다[11]. 또한, 적절한 목표설

정이 없는 모니터링과 심리적 지지[12,13]는 건강 행위와 환자 결

과를 꾸준히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며[15], 이론

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지 불확실하였다[11].

자기조절 이론은 행위 변화에 대한 주요 이론 중 하나로

[8,15,16] 행동 변화의 사전 의도와 사후 의도 과정 모두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중재 개발에 적용하기에 유용한 관점이다. 자기조

절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많은 행동은 사전 사고(forethought 

phase), 수행 또는 의지 제어(performance or volitional control 

phase), 자기 반영(self-reflection phase)의 순환적 과정[15]을 

통해 조절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기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과 결과기대 신념은 자기조절의 주된 근원이며, 자신의 기준이나 

목표를 위반하는 행동은 부정적 반응과 자기비난을 일으키므로 

자제하고 자기만족과 자기가치감을 주는 행위를 한다[17]. 따라

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목표 달성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해볼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된 대상자들의 

건강 행위 수준을 기반으로 매주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인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과정을 

계획하며, 행동 수행 후 대상자의 자기 반영을 돕는 피드백을 제

공하여 자기조절의 순환적 과정을 적용할 것이다. 자기조절은 자

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건강 행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

며[16] 자기조절 이론 기반 중재는 당뇨병 환자의 자기조절을 향

상시켜 운동과 식습관과 같은 건강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

이었다[18].

노령 인구는 장비 사용의 어려움으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19] 모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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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for Automated Personalized Self-Care Program

Phase Development process Descriptions

Analysis ∙  Content analysis to be 
included in the APSC 
program

∙  Analysis of guidelines and books related to diabetes self-care, prior research on APSC, and 
existing mobile applications for patients with diabetes

∙  Review of interview data on diabetes self-care difficulties and common questions from prior 
research

∙ Review of self-regulatory theory and interventions based on it
∙ Content validity test for the APSC program by experts and patients with diabetes

Design ∙  Design of mobile 
application features and 
screen

∙ Building a mobile application server
∙ Designing mobile application features and screen

Implementation ∙  Implementation of the 
mobile application

∙ Installing Android application package on smartphone and running the system

Evaluation ∙  Evaluation of the mobile 
application

∙ Heuristic and usability evaluation
∙ Modification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APSC = automated personalized self-care.

상자에게 획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방대한 활용을 기대하기보

다는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 행위를 예측하여 점진적으로 시

행하도록 하고 중재 참여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재 개발이 요구된

다. 선행연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중재 개발 과정에 관한 

서술이 부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중재 개발 과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8,12] 애플리케이션 활용 중재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자기조절 이론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 상

태와 건강 행위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강

관리에 대한 맞춤형 목표와 자동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건

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20] 혈당 관리를 지속

하게 하여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늘릴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

는 연구자들의 물적 자원과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활용 중재 개발 관련 연구의 조직적인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software de-

velopment life cycle [SDLC]) [21]에 따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동 맞춤형 셀프케어 프로그램(automated personalized 

self-care [APSC] program)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

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SDLC의 분석, 설계, 구현, 평가단계에 따라 APSC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

2)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3)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APSC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며,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토

콜은 Standard Protocol Items: Recommendation for Inter-

vention Trials (SPIRIT)의 임상시험 프로토콜 가이드라인[22]

에 따라 제시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과정

APSC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분석, 설계, 구현, 평가 단계

로 구성된 SDLC를 적용하였으며(Table 1), SDLC는 컴퓨터와 모

바일 디바이스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21]. 

평가 다음 단계인 유지 단계는 시스템이 상용화되는 단계로, 본 

연구의 개발과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단계에서 당뇨병 자가관

리 관련 가이드라인과 저서, 중재 논문, 유사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의 동향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의 인터뷰 자료와 자기조절 이론, 
자기조절 이론 적용 중재 논문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하고, 전문가 집단에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

았다.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화면을 시각화하였으며, 구현 단계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시범운영하였다. 평가단계에서 사용성과 휴리스틱을 평가 받았으

며 최종적으로 수정 및 보완된 APSC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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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SC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 분석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6], 대한당뇨병학회

[2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4], 
The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group [25],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26]에서 발간한 

자료와 Dudek의 저서[27]를 분석하여 APSC 프로그램에 포함

될 내용을 추출하였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이 자가관리 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파악하기 위해 Lee 등[28]의 연구에서 개발

한 ‘자가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인터뷰 자료’와 당뇨

병 환자들이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저서들[29-

31]을 검토하였다.

APSC와 관련된 중재 논문 20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재

의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였고[7], 자기조절 이론[15,17]과 자기조

절 이론 적용 중재 논문[8,16,18]을 검토하였다. 유사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의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

뇨’ 또는 ‘diabetes’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312개의 애플리케이션

을 분석하였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위해 마케팅/경영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쟁 분석(competitive analysis) [32]을 활용하였고, 
각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비교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APSC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 결정 후 전문가 집단에 프로그

램의 내용 타당도를 설문지 법으로 평가 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당뇨병 환자 대상 또는 중재 개발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 내분비내과 교수 1인, 당뇨병 환자를 간호한 경력이 5년 이

상인 임상간호사 1인, 영양사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지는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중재 내용별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타당한지, 적절한지, 유용한지의 질문에 대해 

‘매우 타당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4점의 척도로 응

답한다. 문항 수준 내용 타당도 계수(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와 척도 수준 내용 타당도 계수(scale-level con-

tent validity index [S-CVI])를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화면 설계 및 구현

APSC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을 시각화 및 구체화하여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화면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

들이 Microsoft사의 Powerpoint 2016과 Excel 2016 프로그램

(Redmond, WA, USA)을 이용하여 메뉴, 화면 구성, 예상 화면

의 배열 등을 설계한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프로토

타입(prototype)을 구현하였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안하고 다

시 코딩하여 화면을 수정한 후 프로토타입 화면의 구성 및 배치

와 설계한 대로 화면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였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평가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휴리스틱 평가

휴리스틱 평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4인이 시행하였다. 연구원 3인은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이고, 1인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여 웹 기반의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3년간 운영한 경험

이 있는 간호학 전공 학부과정 졸업생이다. 연구원 4인은 애플리

케이션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일주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시

범 운영한 후 설문지 법으로 휴리스틱 평가를 진행하였다. 설문

지는 Bertini의 휴리스틱 평가 8원칙을 Jeon과 Park [33]이 한국

어로 번역하여 전문가에게 검증 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사용하였

다. 휴리스틱 평가 8원칙은 ①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과 모바일 기

기의 보안성/추적 가능성, ② 시스템과 실제 세계와의 비교, ③ 

일관성과 연결성, ④ 인체공학적이고 최소주의적 디자인, ⑤ 입력

의 쉬움/화면 가독성과 보기 쉬움, ⑥ 사용과 사용자화에서의 유

연성과 효율성, ⑦ 미적, 사적 그리고 사회적 관례들, ⑧ 실제적

인 오류 관리로 구성된다. 각 휴리스틱 원칙에 대해 심각성 수준

을 ‘사용성 문제없음’ 0점에서 ‘사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4점의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

각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사용성 평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서 통

원 치료를 받는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고 보조 기구 없이 보행할 수 있고 활

동에 지장을 주는 통증이 없으며 최근 1년 이내에 급성기 치료 

경험이 없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자 사용성 평가를 3~5인에게 시행한 것[34,35]을 

참고하여 총 3인을 모집하였고, 일주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전화 면담을 통

해 10~15분간 시행하였으며 애플리케이션이 당뇨병 자가관리에 

도움이 됐던 부분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에 어렵거나, 불안

정하거나, 귀찮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고, 사용에 익숙해지는 

데 걸린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상시

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

으며 승인 기간은 2021년 4월 2일~2023년 4월 3일이다(IRB 

No: 05-2021-030). 승인된 내용 이외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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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automated personalized self-care program for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해 IRB에 변경심의를 받을 것이며 변경된 내용은 연구팀과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과 구두로 알릴 것이다.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APSC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 분석 결과

(1)  당뇨병 자가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저서, 인터뷰 자료 분석 

및 검토 결과

APSC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

구자들은 당뇨병 자가관리 관련 가이드라인과 저서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의 인터뷰 자료를 검토하였다. 지식별 필요도에 대한 연

구자들의 견해와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식이, 약물 복용, 
혈당 조절, 금연, 발 관리 목표와 필요성으로 APSC 프로그램의 

지식을 구성하였으며 자동화 대화 시스템(automated conversa-

tion system) (챗봇)의 시나리오 개발에 사용될 지식도 위 자가

관리 영역에 따라 구성하였다.

(2) APSC 관련 중재와 자기조절 이론 적용 분석 및 검토 결과

APSC 중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자는 

9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건강관리, 인공지능 기반 중재,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를 나타내는 검색어를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

였다[7]. 총 1,194편이 검색되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채택된 논

문 20편을 분석한 결과 병원 방문율 감소, 심리적 결과와 건강 

행위개선에 잠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 

행위의 장기적 모니터링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 기록에 대한 대상

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요구되었다. 

또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 후 제공된 피드백에 따라 행위 변

화가 일어나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자가 개입하여 중재

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APSC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조절의 세 가지 구조인 사전 사

고, 수행 또는 의지 제어, 자기 반영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1). 자기조절은 자신의 행위와 목표 사이의 불일치를 자

발적으로 생산하고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현재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때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목표설정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능력 있다고 판단하면 할수록 더 도전적인 목표에 도전한

다[17]. 자기조절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기관찰,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고 주도하는 데 개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 노력과 동

기를 유발하는 자기 반응적인 영향을 나열하고 성공하기 위한 적

절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심리적 하위기능을 통

해 작동한다[17].

자기조절 이론에서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결과기대 강화, 목표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수행에 대한 자기 반영의 순환

적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이 향상된다고 가정한 것처럼, 본 연구

에서 목표설정, 교육, 자가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자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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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건강 행위 및 건강 결과가 향상된다고 가정하였다. 

교육을 통한 언어적 설득과 목표 달성을 통한 성공 경험으로 자

기효능감과 긍정적 결과기대가 강화되고, 대상자가 도전적인 목

표에 도전하게 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수행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자기 반영을 유도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미루기, 회피 반응과 같은 방어적 추론보다는 성공적

인 적응을 격려하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대상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세우며 자기조절이 향상된다.

(3) 당뇨병 환자를 위한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결과

당뇨병 환자를 위한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동향을 조사

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 분석 방법으

로 각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목표설정 기능이 있는 애플

리케이션은 312개 중 34개(10.9%), 교육 기능은 170개(54.5%), 
운동, 식이, 혈당, 당뇨약 복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한 애플리

케이션은 41개(13.1%)였다.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98개(31.4%)였으며, 98개 중 자동화 메시지(일방향)가 72개

(73.5%)로 가장 많았고, 자동화 대화 시스템 기능(양방향)이 3

개(3.1%)로 가장 적었다. 목표설정, 교육, 모니터링 및 피드백 기

능이 모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은 312개 중 2개(0.6%)였으며 이 

중 한국어로 된 애플리케이션은 없었다.

당뇨병 환자의 운동, 식이, 혈당 조절 및 약물 복용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였으며 대상자의 자기효능

감 향상과 점진적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고정된 목표보다는 대

상자의 건강 행위 수준을 매주 평가하여 조절되는 맞춤형 목표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대상자가 가늠하기 

어려운 영양소 정보보다는 저울로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짐작이 

가능한 식품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객관적 모니터링

(예: 운동 강도[속도]) 기능이 요구되었으며, 홈 화면에 건강 행

위 영역별 목표 달성 정도와 여부를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

요하였다. 또한 자동화 대화 시스템이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기 반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향상시켜 자기조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APSC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을 목표설

정, 교육, 모니터링 및 피드백으로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에 프로

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검정 받은 결과, I-CVI는 모든 문항에서 

0.80 이상이었으며 S-CVI/universal agreement (UA)와 

S-CVI/average는 각각 0.95, 0.99였다. 수정의견으로는 단당류, 
음주, 흡연에 관한 교육 추가,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 구분, 과거 

모니터링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 자동화 대화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속적 업데이트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

을 수정, 보완하였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화면 설계 및 구현 결과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리자 페이지 화

면은 38개이고 각 화면의 기능은 회원가입, 로그인, 홈, 피드백 

메시지, 모니터링, 교육자료, 자동화 대화 시스템, 건강 마일리지 

등이며(Figure 2), 관리자 페이지에서 각 대상자의 사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2021년 3월 5일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설

치파일(version 1.0.0)을 전달받아 본 연구의 연구원의 스마트폰

에 설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시범운영하였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평가 결과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휴리스틱 평가 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휴리스틱 평가 결과 각 휴리스틱 항목별 

수정의견의 수는 총 11개로 휴리스틱 2, 3, 5, 7에서 각각 4개, 2
개, 3개, 2개가 있었고 수정의견 중 심각성 수준이 3~4점으로 평

가된 것은 없었다. 평가자의 의견으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단순

화, 버튼 위치를 잘 보이도록 조정, 일별 총 운동량 표시, 걷기 속

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하는 기능 추가, 음식과 재료 입

력하는 부분 구분, 음식별 1인분 양(g) 표기, 하루 섭취한 열량 

값을 MyPlate의 식품군별로 표기가 있었다. 또한, 과거 일주일간 

혈당과 당뇨약 복용 기록 조회 기능 추가,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관련 교육자료 추가, 교육자료 확대 기능(pinch zoom) 추가, 자
동화 피드백 메시지의 중복되는 문장 수정, 글자 크기 증가가 있

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완하였다.

(2) 사용성 평가 결과

사용성 평가를 위해 모집된 대상자 3인의 평균 연령은 56.00

세(range 51~59세)였고 모두 여성이었다. 대상자들은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의 메뉴 구성이 간단하여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매일 두 번씩 오는 자동화 메시지 

덕분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건강 행위를 모니터링하게 되

고, 자신의 건강 행위 수준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명 중 

1명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

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2명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해지는 

데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식이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식이 기록 방법에 대한 교육 영상을 추가

하였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능력에 따라 한 달 동안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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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 Screen of automated personalized self-care mobile application for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 Main screen. (B) Exercise monitoring. (C) Diet monitoring. (D) Automated conversation system.

사용법을 교육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으로 수정하였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음식(새우 가스, 함박스테

이크 정식, 쇠 등심구이, 오렌지 주스, 호밀빵, 콩나물, 소고기 안

심, 연어 훈제, 채소 샐러드, 크루아상, 새우깡, 포카칩 등)이 있

어 추가하였다. 교육 자료와 당뇨약 복용 입력 버튼의 범위가 좁

고, 자동화 대화 시스템의 플로팅(floating) 버튼은 범위가 넓어 

터치(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적절한 선택 범위로 축소 및 

확대하였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

능과 챗봇에서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개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반영하지 못

하였다.

2. 최종 프로그램

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 APSC 프로

그램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맞춤형 목표를 제공받고 스스로 학습 및 모니

터링을 하고 자동화 피드백을 받는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

화 맞춤형 건강관리 중재를 제공받더라도, 대상자의 행위 변화 

정도에 따라 건강관리 중재자가 개입하여 중재의 강도를 조절하

는 것이 필요하였으므로[7] 본 연구의 연구원이 환자가 자기조절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한다. 촉진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상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

획을 수립하도록 격려하고,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

는지 확인하고, 긍정적 피드백과 합병증 발생 예측 위험도를 제

공하며 대상자가 자기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목표설정

목표설정은 자기조절 이론에서 행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행동

하는 노력에 선행하는 과정인 사전 사고 단계에 해당한다. 대상

자의 성취 경험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목표는 대상자의 건

강 행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점진적으로 설정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운동의 초기 목표는 주 7회 회당 50분씩으로 설정

되며[25] 일주일간 목표 달성 시 다음 주 운동 목표는 10.0% 증

가하고 최대 주 7회 회당 120분까지 증가한다. 초기 식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표준체중과 활동량을 곱하여 적정 열량

을 산출하고[23] Dudek [27]의 열량 수준에 따른 식사 계획 예

시(sample meal plans for various calorie levels)에 따라 식품

군별 목표 섭취량을 설정하였다. 1회 분량(serving size)당 열량

은 채소 28 kcal, 유제품 125 kcal, 과일 60 kcal, 지방 45 kcal

로 계산하였고 곡류는 60~81 kcal, 고기/생선/달걀/콩류는 

28~55 kcal의 범위로 제시되어있어[27] 각각의 중간 값인 71 

kcal, 42 kcal로 계산하였다. 식품군별로 주별 식이 목표 달성률

이 50.0% 미만이면 초기 목표의 70.0%로 설정되고, 5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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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Automated Personalized Self-Care Program for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Component Contents Self-regulatory phase

Goal setting 1) Exercise goal: Starting with 50 minutes of exercise daily, moderate intensity, and personalizing every week
2)  Diet goal: Starting with appropriate calorie intake for each food group based on standard weight and 

activity level, personalizing every week
3) Medication adherence goal: 100.0%
4)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goal: More than once/day
5) Smoking cessation
6) Foot care goal: More than 5 times/week
※ Human facilitator’s help: Encouraging participants to make plans to achieve goals

Forethought

Education 1) Exercise: Exercise guidelines, benefits of exercise for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2) Diet: Diabetic diet plan, benefits of MyPlate
3) Medication: Importance of medication adherence
4) Blood glucose: Importance of regular blood glucose monitoring
5) Smoking: Smoking and diabetic complications, smoking cessation strategy
6) Foot care: Diabetes foot care guidelines
※  Human facilitator’s help: Checking that participants are able to explain what they have learned 

independently

Forethought

Monitoring 1) Daily: Exercise, diet, medication, blood glucose
2) Weekly: Smoking, foot care

Performance/
volitional control

Feedback 1) Goal achievement rate provided through automated messages (daily)
2)  Self-management strategy recommendation provided through automated conversation system  

(whenever participants want)
3)  Financial incentives according to goal achievement, educational video viewing, self-monitoring, and 

checking feedback (every six months)
※  Human facilitator’s help: Providing positive feedback via phone calls or text messages (monthly) and 

predicted complication risk based on patient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every six months)

Self-reflection

상 150.0% 미만이면 초기 목표를 유지하고, 150.0% 이상이면 

초기 목표의 130.0%로 설정되도록 하였다. 약물 복용의 목표는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100.0% 복용하는 것, 혈당은 최소 1

일 1회 측정하는 것, 흡연자는 금연하는 것, 발 관리는 주 5회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률과 대상자의 능동

적 선택을 고려하여 매월 집중 관리영역이 선정되며, 촉진자는 

대상자가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건강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다.

2) 교육

교육은 자기조절 이론의 사전 사고 단계에 해당하며, 운동, 식
이, 약물 복용, 혈당 측정, 금연, 발 관리의 필요성과 건강 행위를 

잘 수행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구성하였고[6,23-27], 
만화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건강 행위 실천이 긍정적인 건강 결

과를 이끌 것이라는 내용을 교육하여 대상자의 결과기대 향상을 

유도한다. 촉진자는 대상자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자기조절 이론의 수행 또는 의지 제어 단계에 해당

한다. 자가 관찰의 정보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시점

을 하루 이상 넘기지 않도록 매일 오후 8시에 리마인더 알람을 

전송하여 모니터링을 완료하도록 한다. 또한 홈 화면에 목표 달성

률 수치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운동 시간과 강도(속

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음식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제공하며, 음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자

신의 행동을 잘못 인식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모니터링 빈

도는 운동, 식이, 약물 복용, 혈당 측정의 경우 1일 1회이고, 흡
연, 발 관리는 주 1회이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항목은 운동의 경

우 종류(강도)와 시간, 식이는 음식 종류와 양, 약물 복용은 복

용 시기와 여부, 혈당은 자신의 혈당기로 측정한 값이다.

4) 피드백

피드백은 자기조절 이론의 자기 반영 단계에 해당하며 대상자

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수행 정도를 이전 수준의 

행동과 비교하여 자신의 성과를 자가 평가한다. 대상자의 자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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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돕기 위해 매일 아침 8시 어제 하루 동안 목표 달성률이 가

장 높았던 것과 낮았던 건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동화 메시지

로 받는다(예: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유제품 섭취가 부

족하니 신경 써 주세요). 또한 대상자는 자동화 대화 시스템을 

통해 건강 행위 실천 전략을 추천 받는다. 기존 연구에서 닫힌 

구조의 챗봇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대화가 단조롭고 답변이 반

복되는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자유롭게 자연어 

기반으로 입력할 수 있는 열린 대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목표 달

성, 교육자료 조회, 건강 행위 모니터링, 피드백 조회 시마다 마일

리지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일리지는 6개월마다 상품

권으로 환산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촉진자는 전화 또는 문자

로 월 1회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3일간 연속해서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격려한다. 또한 선

행연구[36,37]에서 개발된 당뇨병성 합병증 예측 모델을 기반으

로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당화혈색소, 흡연 여부, 발 관리 여

부, 수축기 혈압,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소변 알부민/크레

아티닌 비율, 사구체 여과율 등으로 계산된 값을 6개월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제공하며, 최근 3개월 이내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계

산한다.

3. 임상 연구 프로토콜

본 연구에서 개발된 APSC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임상 연

구 프로토콜(version 1.0)은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정보서비스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에 등록되었다

(KCT0007672).

1) 연구 설계

본 임상 연구 프로토콜은 APSC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방법연구 설계이다. 양적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

리 자기효능감, 건강 행위(운동, 식이, 자가관리) 및 건강 결과(혈

당, 당화혈색소, 당뇨병성 합병증 및 합병증 위험도, 우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이

고, 질적 연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내적 변화와 경험

을 탐색하는 내용분석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서 통원

진료를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당뇨병 

약제를 한 가지 이상 복용 중인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검사한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인 사람, ③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사람, ④ 보조 기구 없이 보행

이 가능한 사람, ⑤ 활동에 지장을 주는 통증이 없는 사람, ⑥ 최

근 1년 이내에 급성기 치료(항암화학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⑦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인지적 문제

가 없는 사람, ⑧ 다른 자가관리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

람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일차적 결과는 자가관리 자기효능감, 건강 행위(운

동, 식이, 자가관리), 혈당, 당화혈색소이고, 이차적 결과는 우울, 
삶의 질, 당뇨병성 합병증 및 합병증 위험도이다. 자가관리 자기

효능감은 Diabetes Management Self-Efficacy Scale (DMSES)

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정한 Korean version of the 

DMSES (K-DMSES) [38]로 측정할 것이다. 건강 행위는 IPAQ 

한국어판[39], 식품섭취조사표, revised version of the Sum-

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SDSCA) [40]를 이용

하여 조사할 것이다.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의 값을 조사할 것이다.

우울은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을 축약한 CES-D-10 [41]으로 측정할 것이고, 
삶의 질은 12-Item Short Form Survey [42]로 측정할 것이다. 

당뇨병성 합병증 및 합병증 위험도는 의무기록 열람과 설문조사

를 통해 조사할 것이다.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Framingham Risk 

Score [43]로 측정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주관적 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44]로 측정할 것이다. 당뇨

병성 말초혈관질환 위험도는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in-

dex)로 측정하고, 당뇨병성 신증 위험도는 urine albumin/creat-

inine ratio와 사구체 여과율(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

ology collaboration)로 측정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을 위해 심

층 면담에서 사용할 질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어떤 변화

가 있으셨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규칙적으로 당뇨병 관

리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하였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세

요.” 등이다.

4) 대상자모집

대상자 수는 G*Power 3.1.9.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

수준 .05, 검정력 0.8, 중간 효과 크기(d = 0.6) [45]를 적용한 결

과 두 집단에 필요한 표본 수는 총 128명이나, 추적조사에 따른 

탈락률 30.0% [46]를 고려하여 총 180명을 모집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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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게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①과 ②의 항목을 충족하는 잠

재 대상자의 자료를 공문발송의 방법으로 전산실에 요청할 것이

다. 잠재 대상자가 내분비내과 외래진료동을 내원하면 자료수집

가는 선정기준 ③에서 ⑧까지의 항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자

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자로 등록할 것이다.

자료수집가는 등록된 대상자의 자료수집 수행 후 Excel 2016 

프로그램의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대조군 또는 

중재군에 무작위 배정할 것이다. 중재군에 배정된 대상자는 

APSC 프로그램에 2년간 참여하며, 중재에 대한 순응(compli-

ance)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행한 주 평균 모니터링 

횟수가 4회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철회하

거나, 연구 참여와 관계없는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거나, 본 연구

가 대상자에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연구팀에 의해 결정된다

면 중재를 중단할 것이다. 대조군에 배정된 대상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처치는 없으며 외래진료 시 제공되는 정기적 관리를 받

도록 안내할 것이다. 중재 특성상 연구대상자에게 그룹 배정이 

맹검되지 않는다.

5) 자료수집, 관리 및 모니터링

자료수집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역할극을 통해 대상자모집, 설
문조사 시행, 질적 인터뷰를 연습한다. 수집한 모든 자료는 각각 

다른 연구원이 입력과 재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 코딩되며, 연
구 종료 후 최소 3년간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암호화된 파일로 

보관될 것이다. 본 연구팀은 매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IRB에 연

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검토를 받으며 자료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유해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해당 대상자의 

연구 참여를 중단할 것이다.

6) 중재 적용

중재군에 배정된 대상자에게 APSC 프로그램(Table 2)을 2년

간 제공한다. 사전 조사 후 중재군에 배정된 대상자의 스마트폰

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교육을 종

료한다. 식이를 기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방저울을 답례품

으로 제공하고 사용법을 설명한다. 대상자에게 운동, 식이, 약물 

복용, 혈당 측정은 매일, 흡연과 발 관리는 주 1회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률을 확인하며 자기 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교육 

자료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촉진자 역할을 하는 연구원은 대상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을 스스로 세우도록 동기 부여하기 위해 월 1회 회당 5~10분간 

전화 또는 문자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6개월에 1회 합병

증 예측 위험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일관성 있는 피드백

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순응도와 목표 달성률에 따른 피드

백 프로토콜을 제작한다. 대상자가 3일 이상 연속해서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면 촉진

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격려한다. 또한, 촉진자는 대상자들이 자동화 대화 

시스템을 사용한 기록을 주 1회 모니터링하여 부적절하거나 불완

전한 응답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적절

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개발

자와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공지

한다. 대상자가 외래진료를 위해 내원하면 6개월마다 양적 자료

를 수집하여 중재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위한 면담은 2년간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시

행한다.

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WIN 26.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정할 것이다. 장기간 추적조사에 따른 높은 탈락률을 고려하

여 intention to treat 분석과 per protocol analysis를 실시하여 

탈락 비뚤림을 최소화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

병 관련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산출할 것이

다. APSC 프로그램 시행 후 중재군과 대조군의 자가관리 자기효

능감, 건강 행위 및 건강 결과 차이는 반복측정분산분석(re-

peated measure ANOVA), χ2-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할 것이고 Bonferroni correction method로 유의

수준을 보정하여 independent t-test로 사후 검증을 시행할 것

이다.

질적 자료는 질적 내용 분석의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할 것이다. 내용 분석 단위는 한 문장에서 한 문단으로 하여 전

후 맥락을 포함할 것이며 내용 단위는 두 어절 이상부터 한 문장

으로 할 것이다. 내용 단위별로 연구주제에 적합한 의미 있는 표

현을 확인하고 경험 내용 중 유사한 것끼리 모아 주제를 도출할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분석, 설계, 구현, 평가의 단계로 구성된 SDLC 

방법론을 적용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기조절 이론 기

반 APSC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기조절 이론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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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촉진

자는 환자가 자기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는 당뇨병 건강 행위 중 가

장 부진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며, 촉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같은 대상자 내, 
대상자 간 건강 행위 목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은 단

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적을 수 있지만, 
대상자가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위 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

는 방법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양한 건강 행위를 한꺼번

에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의 건강 행위를 목표로 삼

을 것을 권장하고 목표 달성 시 다른 건강 행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건강 행위 이론은 중재 적용이 행위 또는 기술의 변화를 어떻

게 유도할지 예측하며, 이론을 기반으로 한 중재가 행동 수정에 

효과적이기 때문에[18] 건강 행위 변화 중재를 개발할 때 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행위 변화에 대한 

주요 이론 중 하나인 자기조절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으며 자기조절의 개념적 틀은 행동 변화의 사전 의도(예: 

지식 증가)와 사후 의도(예: 계획과 실천) 과정 모두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중재 개발에 적용하기에 유용하였다. 자기조절의 개념

적 틀에서 행위 변화는 개인의 변화 결정요인에서 시작해서 목표 

유지까지 목표를 안내하는 과정이며[15],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의 세 가지 구조인 사전 사고, 수행 또는 의지 제어, 자기 반영을 

적용하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당뇨

병 환자와 의료진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13,14]. 환자는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

고 건강 행위 관련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당뇨병 관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관리를 계속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13]. 의

료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위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추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피드

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한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활용 중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20], 중재 적용 

3~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0.4%p~0.6%p 감소하였고 주 2회 의

료진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당화혈색소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으

며, 건강 행위 중 특히 복약 이행이 향상되었다.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대면 건강 행위 중재를 제공하기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

서, 국내 60세 이상 성인 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49.0%~81.0%이

고 그 중 생활 관리, 건강관리,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은 

22.6%~42.5%인 점을 고려하면[47,48],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021년 10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당뇨병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조회한 결과 312개가 검색되었고, 
건강 행위 모니터링, 목표설정, 교육자료, 피드백 메시지 기능이 

모두 포함된 것은 언어가 영어인 애플리케이션 2개(0.6%)에 불과

하였으며 전문가 검정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개발

한 당뇨병 자가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목표설정 없이 모니

터링만 하거나[12,13] 목표가 있더라도 고정된 목표를 제시하여

[14]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일방향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14] 대상자의 

자기 반영이 자기조절 과정으로 연결되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목표설정, 교육, 자가 모니터링, 피드백으로 구성

된 APS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가에게 내용 검정을 받았으

며 대상자의 자기조절을 향상시켜 건강 행위를 개선하고자 하였

다. 대상자의 건강 행위 수준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맞춤형 목

표를 설정하고 대상자에게 가장 개선이 필요한 순서대로 운동, 
식이(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류), 혈
당 측정, 약물 복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당

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은 각 메뉴로 들어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색상이 구분된 그래프로 건강 행위 수행 정도를 제시하

여 목표 달성률과 달성 여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식이 목표는 영양소가 아닌 식품군 기준으로 제시하

여 대상자들이 식이요법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당뇨병성 합병증 예측 모

델[36,37]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합병증 발생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반영을 유도한다. 자기 반영 과정에서 대상

자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재

수립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순환적 단계를 통해 자기조절 증

진이 유도된다. 기존 당뇨병성 합병증 발생 위험 모형은 다양한 

건강 행위 관련 변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반복 측정된 정보를 사

용하지 않고 단일 시점에만 측정된 위험인자를 기반으로 하여 대

상자의 자기 반영을 돕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매일 기록한 건강 행

위 자료들이 축적되면 당화혈색소 증가 위험 예측모형과 당뇨병

성 합병증 발생 예측모형을 개발할 것이고, 건강 행위를 얼마만

큼 조절하면 위험도가 얼마만큼 변화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단일 시점 데이터와 

비교하여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반복측정 자료에서 공간 

구조적 이상과 시간에 따른 변화가 모두 포착되므로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49]. 대상자들이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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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시

점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방법이 필요하며[50] 딥러

닝 방법 간 모형 정확도 차이를 분석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용 타당도 평가, 휴리스틱 평가, 사용성 평가를 통해 본 연구

에서 개발한 APSC 프로그램의 문제를 찾아내고 찾은 문제를 수

정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운동 강도(걷기 속도)를 측정하

는 기능, 음성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 자동화 대화 시스템

이 이전에 대상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게 하고 대화가 2회 

이상 이어지도록 하는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운동 강도 측정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링크하여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전 날짜에 해당하는 건강 행위 기록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모니터링 정보의 정확성과 적

절한 시기에 자기 반영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날짜가 지나면 기

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

에 제한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

경은 안드로이드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operating system for 

iPhones (iOS)와 같은 다른 운영 체제 사용자는 본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집된 대상자 3명은 모두 

51~59세 여성이었기 때문에 추후 남성 또는 60세 이상 노인 환

자에게 본 프로그램 적용 시 미리 파악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한다면 더욱 질 높은 중재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APSC 프로그램은 당뇨병 환자에

게 필요한 건강 행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설정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맞춤형 목표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건강 행위 수준

에 따라 자동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건강 행위 

영역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순서대로 관

리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메뉴에 진입하지 않고 홈 화면에서 

목표 달성 정도를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

며, 식사량 기록 시 1인분, 1/2인분 등과 같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노인 환자들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자동화 대화 시스템과 

합병증 발생 위험도 예측 기능은 환자들의 자료가 축적될수록 

기능과 정확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임상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적용

하고 발전시켜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및 정보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서버 유지 관리와 데이터베이

스 업데이트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자기조절 이론을 기반으로 APSC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건강 행위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맞춤형 목표와 자동화 피드

백과 같은 개인화된 관리를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이와 같은 프

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의 자기조절을 향상시켜 건

강 행위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우울

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임상에서 활용

한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업무 부담을 감소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

성을 평가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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