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심부 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사의 험이 높

은 증 만성질환으로[1], 인구 고령화와 허 성 심질환

의 증가로 인해 매우 가 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만  심 전 환  스마트폰  활용한 

가 리에 한 식 : 포커스 그룹 터뷰 적용

연정1, 백경화2*

1 앙 학  적십  간호 학 수, 2경 보건 학  간호학  조 수

Perceptions regarding smartphone based self-care in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 A focus group interview

Youn-Jung Son1, Kyoung-Hwa Baek2*

1Professor, Red-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약 본 연구는 만성 심부 환자를 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가 리에 한 환자의 인식을 악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만성심부 환자 11명을 상으로 질 연구의 한 방법인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 다. 환자는 세 그룹으로 나 어

조사하 고 면담 시 녹취한 자료를 기록하여 내용분석하 다. 그 결과 자가 리에 한 인식은 자가 리 보조, 일상생활

불편, 혼란스러운 건강정보, 개인정보노출에 한 두려움이었고, 방해요인은 요 부담, 노화에 따른 사용의 어려움, 사용방법

에 한 이해부족, 부정 건강신념이었으며, 진요인은 이해가 쉬운 건강정보 달,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채 , 심리

사회 지지, 개별화된 건강 리로 범주화 되었다. 그러므로 심부 환자를 한 모바일 자가 리 로그램 개발 시 심부

환자의 요구도와 선호도에 한 측면과 스마트폰 활용을 함에 있어 정 혹은 부정 향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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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using focus group interview to explore the perception regarding 

smartphone use for adhering to self-care in chronic heart failure patients. Eleven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heart failure were included. Three focus groups were held with heart failure patients at an outpatient cardiac care 

center. The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using the method of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The 12 sub-themes were categorized into 'perception of smartphone use',‘Barriers to 

smartphone use', and 'Facilitators to smartphone use'. We found that the need to design tailored the messages or 

health information based on individual preferences. Our findings will be used to develop or design a smartphone 

based self-care program for patients with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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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으로 심부 발병 건수는 약 570만 건으로[1],

특히 국내의 경우 일 기 에서 2009-2013년에 발표한 내

용에 따르면 ‘심장기능상실(심부 , I50)’로 인한 건으로

2009년 9만4천명에서 2013년 11만5천명으로 증가하 으

며, 인구 10만명 당 연평균 4.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2]. 심부 환자는 완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되

는 재입원 등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태 증상변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생활습 개선을거부하는 경

향이 있다[3]. 특히, 심부 자가간호에 한 상황특정 이

론에 의하면 환자 스스로 자가간호에 한 요성 인식

을 통해 자신의 증상변화를 조기에 인지하여, 그에 따라

히 응하는 것이 자가간호에 한자신감을 증가시

켜 심부 환자의 지속 인 자가간호 이행 유지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3,4].

최근 모바일기기사용증가에 따라 시간, 장소에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바일 헬스 어가 만성질환자의 자가 리를

돕기 한 수단으로 세계 으로 활발히 용되고 있다

[5,6]. 그러나 검사결과 혹은 약서비스 알림, 트래킹, 단

순 건강정보제공 혹은 교육 달과 같은단편 인 내용을

일방향의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하는 등, 그 사용범

가 제한 이다[6]. 아직까지 환자의건강행 변화 자

가 리 역량강화를 한 동기부여와 사회 지지를 반

한 모바일 기반 로그램 개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며[7],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자료를 목표설

정에 사용하거나 의료진의 의사결정에 반 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재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의 건강 련 서비스 이용 형태

는 단순 문자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서비

스가 가장 많으며, 모바일 폰 애 리 이션, 행동 추 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폰 건강 련 교육, 동 상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다[9]. 그러나 부분의 서비스 형

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자의 개인 인 특성 사

용자 환경을 히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향

인 서비스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6,10]. 특히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사용율의 증가는건강 련 애 리 이

션 개발을 진하 으나[11]. 개인의 행동변화를 한 문

자메시지 혹은 단문메시지(SMS)의 용은 아직 연구

기 단계이다[12,13]. 이에 기존 모바일 앱 로그램 형태

의 백과사 식 정보 제공이 아닌, 스스로 행 변화를

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자기 효능감 증진이 가능한 모

바일헬스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의 하다

고 할 수 있다.

국외 심부 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건강

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경우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노인들의경우 스마트폰 자

체의 기능에 해 잘 알지 못하면 막연한 사용에 한두

려움과 정보에 한 신뢰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6,12]. 그러나 지 까지수행된 심부

환자 상 모바일헬스 로그램 개발 부분은 설문

지를 이용한 양 연구를 통해 모바일기기 사용경험을

조사함으로서[4,14]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심부 환자의

자가 리 이행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입증 하는 데는 크

게 기여하 으나, 심부 환자 즉 모바일기기 이용자 측

면에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반 하여 분석하

지는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건강한 노인을

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도와 그 의미를 악해 보는 정도

의 질 연구가이루어졌을 뿐[15] 자가간호 증진을 한

국내 심부 환자의 스마트폰 활용 경험을 조사한 연구

는 찾기 힘들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개개

인의 특성이나 경험의 본질 등에 해 깊이 있게 탐색하

기 보다는 주의 깊게 게획되어진 토의를 통하여 주제에

집 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다량으로 도출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된다[9,16]. 한 포커스 그룹은 개인면

에 비해 정보의 양이나 깊이는 다소 부족할지라도 비교

단기간 동안 목 에 가장 합한 질 인 자료를 다량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매우 효과 인 연구방법이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만성 심부 환자의 자가간호를 한 스마트폰 활용에

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심의 모바일

헬스 로그램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만성 심부 환자들을 상으로 일

반 인 스마트폰 사용에 한경험 자가 리 시, 스마

트폰 활용 용에 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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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성 심부 환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

가 리에 한 반 인 인식을 탐색하기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용한 질 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1개 종합병원에서 만성

심부 진단을 받고 순환기 내과 외래에 정기 으로 방

문하는 심부 환자로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의식

상태가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

마트폰을 보유하고 건강 리에 활용하고 있는자로 하

다. 단, 심부 기진단 시 뇌졸 , 알쯔하이머성 혹은

성 치매, 기억장애 정신질환의 병력이있는 자, 항

우울제 복용, 말기암 등이 동반된 자는 제외하 다. 포커

스 그룹 구성 시, 일개 그룹 당 참여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활발한 인터뷰가 이 질 수 있다는 근거[16,17]에

따라 그룹 당 3-4명으로 구성된 3개의 포커스 그룹을 운

하 으며 총 연구 상자 수는 11명이었다. 상자의

평균연령은 64.8세(±6.7)로 남자 6명, 여자 5명이 포함되

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FG
Number

of
Patients

Gender
Age
(yrs)

Spouse
Diagnosis period

(year)

1

1 Men 63 Yes 4.2

2 Women 78 No 3

3 Men 48 Yes 6.2

2

4 Men 68 Yes 2.8

5 Women 69 Yes 3.9

6 Men 55 No 4.1

7 Women 58 Yes 8.2

3

8 Men 69 No 2.4

9 Men 70 Yes 3.6

10 Women 59 No 5.1

11 Women 76 N0 4.6

FG: Focus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2.3 연 진행 절차 및 료수집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7년 1월 16일부터 3월 24일

까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 의

IRB 승인을 득한 후(1041078-201610-HRSB-210-01), 순

환기 내과 과장과 간호부에 연구목 자료수집과정에

한 설명이 포함된 공문, IRB 승인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자료수집에 한 승인을 받았으며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 다.

2.3.1 담질  개발

만성 심부 환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다양한

경험과 이를 자가 리에 용했을 때의 견해를 탐색하기

한 연구목 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기본 인 배경정

보에 한 탐색과 주요 질문을 통해 연구주제에 해 최

한 효과 으로 근하고자 Krueger와 Casey(2009)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 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본

연구를 한 질문개발은 연구 이 문헌고찰[1,6,9]과 기

존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목 을 고려하고 연구문제

를 명확히 한 후 질문 안을 만들었으며, 함께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연구 질문을 개발하 다. 연구

에서 사용한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도입 질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좋은 과 어려운

은 무엇인지요?” “자신의 건강문제에 해 화로 병

원이나 담당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등과 연락해보신 경

험이 있으신지요?”

환 질문: “건강 리를 하는 데 있어 스마트폰을 활

용할 때의 좋은 과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요 질문: “건강과 련해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

지를 받는 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 지요?” “환자분의

건강 리를 돕도록 스마트폰으로 건강정보를 달하고

자 할 때 어떤 방법이나 형식이 좋을까요?” “스마트폰에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이 있으

신지요?”

마무리 질문: “추가 으로 더 말 해 주실 내용이 있

으신지요?”

2.3.2 터뷰 진행 절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 과 연구 참여자들만 있

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인 병원 내 소회의실에서 진행

하 다. 인터뷰를 해 주진행자, 보조 진행자, 장노트

작성자, 반 인진행 보조자총 4명의 연구원이 참여하

다. 인터뷰는 질문에 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진

술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

행하여 그룹 당 1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소요되었다.

다과를 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작시간 에 도

착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다과를 즐기며 서로 이

야기를 나 수 있도록 분 기를 조성하 고 연구 참여

설명문을 미리 나 어 주고읽어볼 수 있도록 하 다.

한, 상자 특성을 조사하기 한 간단한 조사를 실시하

면서 필요 시 개별 인 문제 등에 한 상담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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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뷰가 시작 되었을 때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진행과정, 자료 리 자료분석 후보 폐기,

의무기록지 수집 등에 해 자세히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를 시작하 다. 진행 동안에는 연구 참여

자들 간 의견이나 견해가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 해 수

용 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 다. 인터뷰

가 종료된 후 소정의 물품(가정용 압계)을지 하여보

상하 으며 개인 인 문제나 궁 해 하는 내용에 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 다.

2.3.3 료

자료분석은 포커스 그룹 결과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9]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연구 내연구보조원 1인이 필사한후 필사된 자료의정

확성을 연구책임자 2인이확인하 다. 둘째, 필사본을 반

복 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분석단 로 하여연구의 주요

질문별로 의미 있는 진술들에 을 그어 표시하며 인

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악하 다. 셋째, 연구책

임자 2인이 함께 의미 있는 진술과 표 내의 주요한 내

용을 분류하여 소범주화하며, 소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범주를 도출하 다.

3. 연 결과

본연구는 빈번한증상발 악화, 잦은 입원그리고

완치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만성 심부 환자를 상

으로 건강 리를 함에 있어 스마트폰 활용에 한 경험

을 분석한 결과, 12가지 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을다시 포 인 의미를가지는 3개의 주제로 범주화하

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1 스마트폰 활용에 한 식 

3.1.1 가 리 보조

일부 참여자들은 일상속에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

하거나 악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를 해

야 하므로 의료인이나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집단의 지

지 못지않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애 리 이션을

통해 건강 리에 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반 인 건

강 리 계획을 세우거나 타인에게 지지를 받은 후 최종

자기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앱을 활용하고 있었다.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병에 한 정보를 찾아보

는 노력하니까 이 게 살지 솔직히 말 드려서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 다 생각해요.

찾아보고 장해 두고 부 계획으로 만들어서 그 게 하

니까 좋아지더라구요. (참여자 2)

“나한테 운동이 뭐가 좋겠다 그러면 과연 이 운동이 나한

테 좋을 것인지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제가이제결론을

내리죠. 얘가 없으면안돼요. 구말만듣고 할수 없으니

까...” (참여자 8)

3.1.2 상생활 편

부분의 참여자들은 완 치유되지 않는 질환과 함

께 일상을 버티고 있다는 기분과 그 속에 지쳐가고 있음

을 표 하 고 매일 반복되어 습 이 되어 있는 건강

리 항목들을 군가가 간섭하는 것에 한 불편함을 호

소하 다. 스마트폰이 울리거나 문자메시지의 알람소리

에 한 귀찮음과 병원에서 오는 약문자 등에 한 부

정 인 감정을 표 하 다.

“ 화기는 일단 스마트폰이고 뭐고 쓸데없는 화가 더

많이 와 문자도 엄청 많이 오잖아. 그런건 진짜 짜증나...

약을 한 두 달 먹는 것도 아니고 서 내가 응? 내가 반

평생을넘게먹은거아니야 습 이 되어서 스마트폰 필요

도 없지.” (참여자 3)

“하루하루가 힘든데 모든 게 다 귀찮아. 성가시기도 하

고... 병원에서 문자 보내도 안 .” (참여자 1)

3.1.3 혼란스러운 건강정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건강 리 정보를 손쉽

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

야 하는지에 한 고민과 내가 찾은 정보가 확실한 정보

인지에 한 의문 그 정보를 감별하고 단하는 능력

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복잡

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기의 건강 리와 련하여 선택하

여야 할 상황에서도 혼란스러움을 느 다.

“병원에 그런 얘기를 한 있어요. 오라고 문자 메시지만

하지 말고 내 몸뚱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씩이라도 내 건강 리에 해서 물어 주고 알려달라

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 일은 신해주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도 보는 데 마다 말이 달라” (참여자 4)

“내가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약물 과다 복용에 한 게

심각하다고 많이 나와.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약들 안 먹

으면 죽는다고 하지. 난 간에서 단이 서질 않아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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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개 정보노출에 한 두 움

평생 이 병과 싸우다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참여자들은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 고 혹시라도 지인이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 으며 온라인 화창에 들어가서

건강에 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려지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여 스마트폰 사용이 꺼려진다고 하 다.

“ 화방을 만들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내 병 얘기는

하기 싫더라구요. 좋은 거만 이야기하지.” (참여자 5)

“우리 국민성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

요. 좋은 일도 아닌데 카카오톡에다가 떠들고 싶지 않아

요. (참여자 11)

3.2 스마트폰 활용 방해  

3.2.1 담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활용에 한 요 에 부담을 호

소하 다. 요 문제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최소한

의 혜택을 받는 요 제로 변경하 다. 이로 인해 건강

리 정보를 탐색하거나 공유할 때 제한을 받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은 조 만 뭘해도요 이엄청나와. 게다가 동

상 하나 보면...” (참여자 4)

“딸이 건강에 좋은동 상을하나 보냈는데...내 건 보이지

도 않아요. 딸이 그러는데 보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네.”

(참여자 8)

3.2.2 노화에 따  사용  어 움

참여자는 부분 노인 환자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유병율이 격히 증가하는 심부 질환 특성 상 신체

기동력 하, 일상생활능력 감소, 인지기능 장애에 한

문제 등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충분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 다.

“ 씨가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 쳐다보는 게 힘들고 자

르는 게 손이 떨려서 시원찮으니...어려워서 원.” (참여

자 1)

“ 방 애들이 엄마 이 게 하라고 알려줘도 방 잊어버

려가지고 그때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억력도 떨어

져가고요. 방 들은 것도 방 잊어먹고 가고 그래요.”

(참여자 11)

“조 만무리했다 싶으면 피곤이 몰려오고 운동해야지 하

고 조 걸었다 싶으면 여지없이 숨이 찬데...이거 들여다

보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참여자 4)

3.2.3 사용방법에 한 해 족

참여자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범 와 용도가 다양

하 다. 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는 정도로 이용하는 참

여자부터 애 리 이션 스토어에서 심 있는 역의 애

리 이션을 다운 받아 정보검색을 하고 지인들과 공유

하는 참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부분 참여자들은

단순기능을 활용하여 문자를 확인하는 정도로 제한 으

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폰 기능에 해 사용을 어

려워하고 있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는데 자를 입력 한다는 자

체가 엄청 어려워서 나는 포기하고 말어.” (참여자 3)

“ 화오면 받고 문자오면 보고...이 게만하다가 뭐라도

하나 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되지도 않고 내가 뭐하고 있

는건지도 모르겠고 힘들어서...원...시 가 좋아져서 기능

이 좋아지면 뭐하냐고...매일 하던것만 하는데.” (참여자

2)

3.2.4 정적 건강신념

부분의 참여자들은 증상경험이나 응 상황에 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거부하는 건강

신념과 경험에 의해 터득한 건강 리방법이 형성되어 있

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요한 방해요인으

로 작용되었다.

“웬만해가지곤 화도 안하지만은 병원도 자주 안와요.

약 있는 걸로 먹고 버티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건 아는데

그 게 안되더라구. 뭐 그 게 다니면은 알면 알수록 둘

이 날마다 병원 가 살아야 돼. 그니깐 솔직히 나 그냥 내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래믄 되는 로 그냥 이...이

런 심정으로 살아요. 내가” (참여자3)

“스마트폰으로매일검색 열심히 해서 찾아두는데 실천을

안 해요. 낫지도 않을 병인데...” (참여자 4)

“환자가 약만 잘 먹으면 되지. 다른 게 필요한가? 약 검

만 해도 별일 없죠. 아...스트 스는 좀피해야지.” (참여자

5)

“민간요법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걸 찾

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참여자 6)

“살살 다니면 숨도 안 차. 힘들면 쉬면 되고...이제 응이

되어서 얘(스마트폰) 쓸 일이 없어.”(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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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마트폰 활용 촉진  

3.3.1 해가 쉬운 건강정보 전달

부분의 참여자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힘들어

하 다. 약한 진료시간에 방문을 해도 많은 환자들과

바쁜 의료인들을 보면 비한 건강 리 질문도 하지 못

하고 진료실을 나오거나 진료시간이 짧다는것을 알기에

궁 함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 의료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 질병지식 함양에

향을 받고 있었다.

“병원에 나와도 진료시간에 별로 이야기 들을 시간이 있

어요? 결과만 듣고 나오는거죠. 뭐 차근차근 앉아서 얘기

할수 있는 뭐분 기가 아니니까... 물어 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의사 보면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경우

스마트폰으로 화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음 좋겠어.” (참

여자 2)

“내 약은 어떤 거고, 부작용은 뭐고, 오늘 심 식단은 이

게 좋고, 오른쪽 무릎이 아 니까 운동은 이런 걸로 추천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알려주고 그날내 상태에 맞게 알

려주고 추천해주면...” (참여자 10)

3.3.2 료진과 환  간 사 통 채널

부분의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여 진

료일 검, 복약지도, 약물요법, 일상생활 리, 식이

리, 운동 등 역별 건강 리 교육 정서 인 지지에

도움을 주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랐다.

“솔직히 운동을 하려고 해도 숨차…숨차서 못해..그런데

무조건 운동하라고 병원에서는 그러지. 스마트폰이 알아

서 좀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맞는 운동을 조목조목 가르

쳐 주면 좋겠어.” (참여자 3)

“ 도 어떤 때는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람도잘 못들어. 큰소리로 약먹으라고알려

줬음 정말 좋겠어요.” (참여자 11)

“평생 같이 가야하는 병인데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상담해

수 있는 기능이 제일 필요하죠.” (참여자 10)

“그나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나랑 의료진이랑 소통이

되어서 내 리의 후가 비교가 되는데. 주치의라는 분

이 다 체크를 해. 내 병이 나을 병도 아니고...스마트폰이

좋아져서 퇴원해도 이런 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의사선

생님 한명 데리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든든해...” (참여자

11)

3.3.3 심리사회적 지지

건강 리는 병원에서 의료진을 보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므로 일상에서 평소의 자신을 모니터링해주는 문가

가 항상 상주해 있어 즉시 리를 받고 싶음을 드러냈으

며 스마트폰 기능이 발달해서 실로 이루어지길 기 하

다.

“난 만보기 앱을 쓰고 있는데 오늘 운동 얼마 했습니다.

더해야합니다. 뭐 이런 거 사용하는데 조 더 내 병에

해 문 으로 리하는 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결과 분석해주고이 부분이 부족하니 무엇을 더 하라

고 하고.” (참여자 9)

“내가 숨이 정말 찼는데 하필 선생님이 휴가를 가셨다고

해서 다른 병원은 가도 소용없고 아 죽을 것 같은데 기

다릴 수 밖에 없었지. 내 주치의만큼 나를 아는 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여자 6)

“ 자 치는 게 힘들고 도 침침하고 하니까 말로서 알려

주면좋을 것같아요. 내가말을걸면 받아주고. 이런 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야 궁 한 거가 풀리지요.” (참여자

9)

3.3.4 개별화된 건강 리

생활방식이 다른 참여자들은 건강 리를 함에 있어서

도 신체 건강 리, 정신 건강 리의 요구도나 생각

하는 우선순 가 달랐다. 스마트폰이 리를 해 다면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개별 인 맞춤형 건강 리

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 를 하 다.

“모든 리를 골고루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

폰이 이것을 분석해서 내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알아

내고 잘못하는거는교정하거나 더 열심히 하도록격려해

주는 게 필요해요.” (참여자 7)

“응 상황이 언제고 지 이 응 상황인지 그리고 병원에

가야하는 건지조 기다려야 하는건지때를알려주는 기

능이 있으면 좋겠지요.” (참여자 8)

“내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다는 식의 말을 해

들으면 두려움이 덜 하고 안이 좀 되겠죠.” (참여자 7)

“좀 한가한 녁시간에 궁 한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싶지.” (참여자 1)

“ 씨로 빼곡히 보내지 말고 만화식의 형태나 그림으로

보내서 그 걸 르면 동 상이 나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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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Sub-themes

Perception of
smartphone use

Assistance to self-care

Inconvenience in daily life

Confusing health information

Privacy exposure

Barriers to smartphone
use

Financial burden with smartphone use

Changes in the Body With Aging

Difficulties regulating their use of smartphone

Negative health beliefs

Facillitators to
smartphone use

Helping understanding health information

Enabling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Psychosocial support

Individually tailored healthcare approach

Table 2. Extracted themes and sub-themes on 

experience of self-management to use 

smart phone of heart failure patients

4. 논

본 연구는 만성심부 환자의 스마트폰 활용 자가

리에 한 인식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

으며, 범주화된 3개의 주제와 12가지 하 요인이 도출되

었다. 결과에 의거하여 본 장에서는 심부 환자들이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건강 리를 한 경험과선행연구의 결

과들을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심부 환자의 스마트폰 활용에 한 인식을 살

펴본 결과, 자가 리에 있어 스마트 폰은 자가 리를 보

조해 수 있는장 이 있으나, 반면 잦은 알림메세지 등

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래하거나, 서로 불일치

하는 정보들을 량 달해 으로서 환자로하여 올바

른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래하고, 개인정보

가 노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심부 환자에게 불안과 두려움,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상태는 환자의 학습 능력을 해하고증상을 인식하

여 효과 으로 질병을 리하는데 방해를 하며, 자가

리를 이해하기 한 동기에 부정 인 향을 주어 심부

환자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게

하여 자가간호 이행 수 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4,18] 심부 환자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자가 리를 함

에 있어 보조 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환자의 일

상생활에 불편을 래할 만큼 일 되지 않은 정보가 자

주 송될 경우 오히려 부정 인 인식을 갖게 할수 있음

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노인을 상으로 스

마트폰 사용실태와 건강정보활용에 해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건강 리를 하는 노인들은 시

변화에 동참하는 느낌과 재미있어 친구 같은 느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훈련과 지지아래 인터넷에 한

건강정보를 이용하겠다는 의지와 극 인 태도를 보여

다는 연구[15] 와는 상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만성질환자들을 한 모바일헬스 로그램을 개발

할 때는 스마트폰 활용에 한 상자의 개별인식 스

마트폰 활용시 개인이 선호하는 기능이나 활용빈도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심부 환자가 자가간호를 함에 있어 스마트폰

활용 방해요인으로서 요 부담, 노화에 따른 사용상의

어려움과 사용방법에 한 이해부족, 심부 에 한 부

정 건강신념 등이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년층을 상

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

보면 일반 국민에 비해 조합 정보화 수 은 53.9%로 ‘

근’, ‘역량’, ‘활용’의 모든 부문에서 낮은 수 으로 나타났

고, 장노년층의이용률은 체 국민 비 수 6.4%에 불

과하다고 하 다[19].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신기술에

따른 업그 이드된 애 리 이션을 계속 설치해야하며,

기존 사용법 신 그에 맞는 새로운 사용법을 계속 습득

해야 하므로 은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로 하여 상

으로 많은 양의 인지 정보처리와 학습량을 요구하게

된다[20-22]. 한 올바른 사용법을 모를 경우 스마트폰

사용료에 한막연한 부담감도가 되어[15] 심부 환

자가 건강 리를 하는데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에

한 근성이 쉽지않을수 있다. 한, 신체 인 기동력

하, 인지기능 하, 증상발 경제 어려움 등은 심

부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자가 리를 이행함

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야기하여 지속 으로 자가 리를

이행하는데 부정 인 향을 으로[9] 노인 환자 특히

건강정보활용능력이 낮은 노인환자들을 해 고령층에

합한 디자인과 기능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 심부 은 질병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자가 리 이행이 무엇보다 요하다[23]. 이를

해서는 자가 리시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편

리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 감을 가질 수 있도

록 스마트폰 사용과 련한 개인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

여 수요자 심의 스마트폰 애 리 이션 문자 송 등

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4].

셋째, 심부 환자가 자가간호를 함에 있어 스마트폰

활용을 진하는 요인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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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거나,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채 , 심리사회

지지 개별화된 건강 리 등으로 나타났다. 심부

환자들은 의료인에 의해 제공된 질병 련지식이나 후

와 련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어려워함으로써

[25,26] 건강 리 정보를 유지하고 련성을 이해하는 것

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27]. 정서 지지, 물질 지지,

정보 제공, 평가 지지와 같은다양한 유형의 사회 지

지가 부족하게 되면 환자 측면의 불확실성, 혼돈, 걱정과

같은 심리 문제가 야기될 뿐 아니라[25], 치료와 련

된 의사결정시 주변의 도움부족으로 인해 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재입원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28]. 환자

개개인의 능동 이고 주도 인 참여와 지속 인실천

사회 참여를 지지하는 모바일 재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9] 구체 이면서 이해하기 쉽고 높이에

맞는 언어구사와 스스로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

기부여와 자기효능감 증진이 가능한 친숙한 화형의 음

성반응 시스템이나 양방향성의 문자메시지를 가진 모바

일헬스 기술이 이러한 을 보완하리라 기 해 본다. 특

히 소득층 노인 심부 환자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

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원격모니터

링할 수 있는 의료지원 체계를 갖춘다면, 환자에게 정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차원에서 건

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3-4명씩 세 그룹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충분한 상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후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기

자료로 모바일 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개발된 로그램

에 해 심부 환자의 자가 리 항목별 스마트폰 활용

의 유용성 문제 에 한 질 , 양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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