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생활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그에따라 치매노인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1,2]. 수명연장과 고령화로 인해

노화와 련된 다양한 건강문제들이 두되고있으며 치

매환자 한 범세계 으로 증하고 있다. 고령 사회

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고령인 건강문제에서도 요하게 인식되는 치매가 사회

, 가정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치매는 뇌기능이 하

되어 인지능력이 하되고 기억력 감퇴, 활동능력 하

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항상 돌 줘야 하므로 본인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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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M-Health 서비스를 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웹 DB에 장된 자료를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고령자들의 생활패턴과 치매가능성 여부를 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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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risk of dementia are unfamiliar to smart devices, so it is required to design an user-customized App. Therefore, 

I design and embody a mobile voice alert integrated app, which enables voice input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the elderly, so as to prevent diseases caused by declined cognitive function such as dementia. I conducte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after having the students use the app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H region of Gyeongbuk, 

and the analysis result has showed the high satisfac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lay a key role for 

M-Health service for the elderly since it is possible to prevent dementia through the voice health care alert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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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족과 지인, 사회 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1,3].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치매 험률은 높

아져 65 ~ 69세는 1.3%이지만 85세이상은 33.9%로 격

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으로 치매 유병률은 2040년까

지 8,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3].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치매환자를 이기

해서는 치매 방이 요하다[4].

선행연구의 치매 방 로그램으로는 음악 로그램,

운동 로그램, 통합 로그램, 인지강화 로그램, 술

로그램 등이 용되어 연구되어졌다[5]. 부분의 치매

방 로그램들이 신체기능,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 스트

스 등에 정 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6,7]. 특히 한 신체근력 강화훈련은 근력과 체력, 고

수용성 감각과 균형능력이 향상되며 정 으로 노인의

삶의질에 상당한변화를가져다 다고 한다[8,9]. 하지만

운동 로그램만으로는 단순하고 반복 이라 흥미유발과

기 감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속 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IT기술이나 IT기기를 활용한 치매 방 로그램

을 통해 지루하지 않게 흥미를 극 화할 수 있는 융복합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10]. IT기술을 활용한 치매

방을 한 어 들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 치매의 험도

를 체크하는 검사형 어 , 두뇌개발 치매 방 게임 어

등이 부분이다.

최근에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어 리 이션 개발

보다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되는 어 리 이션개발로 방

향이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화로 인해 M-Health

련 서비스는 다양하게 발 하고 있으나, 주로 기

기 친숙도가 높은 연령층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고령자들에게 국한된 서비스는 많지 않다

[11]. 부분 M-Health 련 어 리 이션은 주로 감지

기를 통해 데이터를 트랙킹하고 사용자에게자신의 생활

습 등을 직 기록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부분의 모

바일 건강 리 어 리 이션은 사용자에게 정확한 양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

력하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어려운 행 이므로사용 의지

와 동기 상실을 유발하여 앱사용을 단하게 만든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입력하기가 힘

든 노인들이 음성으로 정보를 입력하고음성으로 서비스

를 받을 수있는 노인 맞춤형 헬스 어 알리미 통합 앱을

설계, 구 하여 치매 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헬스 어 알리미 통합 앱은 기

존 치매 방 앱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에

두어 설계, 구 하 다. 첫째, 재 치매발병 험성이있

는 고령자의 다수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실이므로 직 으로 사용하기 쉽고 터치버튼의 크기

를 최 화한 사용자 맞춤형 앱 설계가 요구된다[12,13].

따라서 앱 기능의 단순화를 해 UI(User Interface)를

고려한 음성 헬스 어 알리미 앱을 설계, 구 하고자 한

다. 기존의 앱이 요구하는 양 정보 입력을 음성으로 입

력할 수 있도록 음성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로 하

여 꾸 한 사용을 유도할수 있다고 본다. 음성은사용

의 편의성과 자연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한다[14]. 모바일 기기에 합한인터

페이스이며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신할 수 있으므로

노인들에게 효율 인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

[15,16]. 한 문자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해 모든

정보를 자신에게맞는 Speech의 Pitch 값과 Speech Rate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노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음

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층의 스마트폰에 한

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폰의 서체는 자간넓이, 행간넓이

가 가독성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서체크기가 클수록

고령자가 선호한다는 연구[17]를 바탕으로 버튼의 크기

를 최 화하여 작성하 으며 정보입력이 가능한 노인들

은 직 입력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둘째, Richards 등[18]은 다양한 요소의 재가 치매

방 연구를 해 가장 하다고 하 다. 인지훈련과 신

체 운동 로그램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재의 한

부분이며, 인지 훈련과 신체 운동의 통합된 로그

램은 인지와 독립 기능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모바일 기반의 인지 훈련과 신체 운동의 통합 로

그램인 헬스 어 알리미 통합 앱을 설계, 구 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앱들과의 차별을 두어 치매 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구 한 앱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경상북도의

H지역의 평생교육원 수강 노인들을 상으로 2번의 개

인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앱 사용자

들의 활동이 모두 웹서버에 장이 되면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 복용 약종류, 운동종류,

병원종류 등 노인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건강한 생활개선 사업 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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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련 연

2.1  헬스(Mobile Health) 정  

모바일 헬스 어는 건강정보 제공, 건강증진 로모

션, 처방 안내, 환자모니터링, 원격 진로, 환자데이터 기

록 등의 건강 련 활동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의학

공 건강 업무를 의미한다[19].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M-Health, mHealth) 는 모바일 헬스 어

(Mobile Healthcare)를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로 제공받는 의학 공 건강업무로 정의하 다[20].

스마트폰이 화되면서 모바일 폰으로 이용한 건강

리의 개념으로 M-Health(Moblie Health)라는 표 이 등

장했으며 국내에서 M-Health는 U- Health(Ubiquitous

Health)의 하 개념으로 표 된다[19]. 모바일 헬스 어

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지침시스템이나 건

강정보 약 복용 알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애 리

이션 즉, 소 트웨어 요소도모두 포함하고있다[21].

헬스 어의 패러다임이 질병치료 심에서 방

리 심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스마트기기의 범 한

보 으로 일상에서 쉽게 자신의 운동량, 압 등 건강상

태의 기록 리가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건강을 리

하는 트 드와 더불어 모바일 헬스 어 련 산업의 성

장세가 지속 되고 있다[22,23].

2.2 치매 련 M-Health 비스

최근에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어 리 이션 개발

보다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되는 어 리 이션개발로 방

향이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근

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 리어 리 이션을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매’라는 단어로

재 서비스 인 치매 련 모바일 앱을 검색해 보면 게임

앱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4]. 이들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별로 분류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고령자들 상으로 치매 련 M-Health 서비스는 독

거노인을 한 생활 리 서비스인 낙상방지, 실시간

치 악 등 자가진단 자기 리를 한 서비스, 약물복

용 알람기능 등이 부분이다[25].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

지 않고고령층 상으로 M-Health 서비스 앱은약 복용

알람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부분의 모바일 건강

리 어 리 이션은 사용자에게 정확한 양 정보를 요구

하게 된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데이터 입력에 한 번거

로움과 부담감을 가지게 하여 어 리 이션 사용을 단

하게 만든다[21].

음성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본질 인 의사소통 수단

으로 사용되었고 음성이 사용의 편의성과 자연성뿐만 아

니라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한다

[14]. 이동 이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음성을 통한입력

이 가능하므로 모바일 기기에 합한 인터페이스이며 손

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신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효율 인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

[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모바일 헬스 어 알리미앱

을 설계할 때 UI를 고려한 음성인식 서비스를 활용한 음

성 알리미 어 리 이션을 설계, 구 하고자 한다.

3. 헬스케어 알리미 앱 계  

3.1 앱 계

본 연구에서는노인의 삶의 질향상을 한 모바일기

반의 인지 훈련과 신체 운동의 통합 로그램인 헬스

어 알리미 통합 앱을 설계, 구 하여 치매 방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안드로이드 Studio3을 이용하여 앱을 개

발하 으며 회원 리를 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인

이어베이스(Firebase)를 이용하여 웹서버를 구축하 으

며 웹DB의 자료를 이용하여향후 딥러닝의학습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앱은 크게 음성알람 알리미, 치매선별

검사, 걷기 운동, 수치계산 게임 앱으로 구성을 하 다.

Fig. 1. Google App Store and App Store apps 

kinds associated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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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능의 단순화를 해 UI를 고려한 음성 헬스 어 알

리미 앱은 문자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해 모든 내

용을 자신에게 맞는 Speech의 Pitch 값과 SpeechRate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입력하고 음성으

로 실행결과를 읽을 수 있어 고령층의 스마트폰에 한

근성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본다. 폰의 서체는 자간넓

이, 행간넓이가 가독성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서체크

기가 클수록 고령자가 선호한다는 연구[17]를 바탕으로

작성하 으며 정보 입력이 가능한 노인들은직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첫째, 음성알람 알리미 앱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잊지 않아야 할 내용들을 음성으로 혹은 직 입력한

후 음성알람 알리미를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를통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주어 치매를 방하

고자 한다. 둘째, 치매가 시작되면 뇌기능의 호 을 바랄

수는 없으므로 일차 인 증상이 나타나면 2차 증상이 늦

게 나타나도록 도움을 주어 뇌손상의 속도를 늦추기

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 검사를실시하여 조

기발견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셋째, 수치계산 게임은 치

매 방용 게임으로 주의집 능력과 단기기억을 사용하

여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게임으로치매 방에 도

움이 될 뿐 만 아니라 반복을 통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13]. 넷째, 자신의 재 건강상태에 따른 목

표 걸음수를 입력한 후 목표 걸음수 만큼 걸으면 음성으

로 목표 걸음을 달성했다고 알려주는 걷기운동 앱을 통

해 건강을 유지하여 치매 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하나의 통합 앱으로 치매 방과 련된 다양한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제안하는 모바

일 헬스 어 알리미 앱의 구성도는 Fig. 2와 같다.

Fig. 2. Composition of M-Health Alert App

3.2 앱  

3.2.1 알람 알리미 앱

음성은 모바일 기기에 합한 인터페이스이며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신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에게 효율 인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 음성인식

의 원리는 Fig. 3에 나타난 것처럼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음성신호는 주변소음이나 잡음을 제거하는 처리부와

인식부로 구분할 수 있다[26]. 처리를 거쳐 잡음을 제

거하고 인식과정을 통해 특징을 추출한다. 인식부에서는

입력된 음성을 음성모델 학습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해 가장 가능성 있는 단어를 인식결과로 출력하게 된다.

Fig. 3. Principle of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구 의 Cloud Speech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구 의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음성을

분석해 주는 기술이다. 음성인식을 지원하는 구 의

Cloud Speech API와 카카오의 뉴톤, 네이버의 Clova

Speech Recognition 에서 구 의 Cloud Speech API

음성인식이 인식률 성능평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오인

식률도 높게 나타났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 의

Cloud Speech API를 이용하여 음성인식을 구 하 다.

Fig. 4는 헬스 어알리미 앱의 첫 화면과 회원가입을 음

성으로 혹은 직 입력하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화면이다. 모바일 헬스 어 알리미 앱을 실행하면 음성

으로 앱에 한 간단한 소개를 읽어 주고 회원가입부터

먼 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를 한다.

Fig. 4. App Home and Membership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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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속도조 슬라이더 막 (Slider Bar)와 말하기

톤의 조 슬라이더 막 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

는 값을 선택할수 있도록하 다. 앱이 실행되면 Speech

의 Pitch 값과 Speech Rate 값을 1로 기화 한 후 변경

하고 싶으면 슬라이더 막 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슬라이더 막 를 움직이면 로 “헬스

어 알리미 앱”이라고 음성으로 선택한 Pitch와 Speech

Rate의 값으로 읽어 주도록 설계하여 노인들 성향에 맞

는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한번 설정한 값은 다

른 화면으로 이동시 같은 값으로 작동이 되도록 설정하

으며 ‘들어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크를 화면에 표

시해 후 아이디를 음성으로 말하도록 음성안내를 한

다.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을 하도록 회원가입 화면

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회원가입은 직 입력도 가능

하고 입력이 불가능한 노인들은 각 항목의 버튼을 러

음성으로 입력하도록 안내를 한다. 가입버튼을 르면

본인의 정보가 웹서버에 장이 되고 다음 속 시 아이

디로 로그인 한 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가

입을 하면 Fig. 5에 표시한 것처럼자동으로 로그인이 되

어 알리미받을 내용을 ‘알람내용입력’ 버튼을 러음성

으로 혹은 직 입력한다.

Fig. 5. Alert and Dementia screening app screens 

내용을 입력한후 ‘알람시간 선택’ 버튼을 러 시간선

택 화상자에서알람 받을 시간을 선택한 후 ‘선택’ 버튼

을 르면 아래의 목록에 내용이 표시된다. 만약 입력한

내용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어야 하는 내용이면 ‘매

일반복’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자

동으로 실행이 된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알람 받을 내

용을 음성으로 모두 입력한 후 ‘알람시작’ 버튼을 르면

웹DB에 장이된 후지정한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말하

기톤과 말하기속도에 맞추어음성으로 알리미를 3번반

복하여 실행되도록 구 하 다. 약 복용 시간, 가스벨

확인, 병원가야 할 시간, 약속 련 등 매일 하루의 일과

를 입력하는 메모를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 방에

도움을 수 있다고 본다.

3.2.2 치매 별검사 앱

치매선별 검사지 SIRQD(Seoul Informant Report

Questionnaire for Dementia)는 본인 혹은 본인을 잘 알

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치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 학교병원 치매 노화성 인지감퇴증 클리닉에서 개

발한 검사지로 SIRQD 수는 식(1)과 같다[28]. SIRQD

를 이용하여 치매검사 여부를 체크하면 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등을 받을 필

요도 없으며 보건소에 갈 필요가 없으므로 이동이 힘든

노약자들도 치매선별 검사를 할 수 있다.

 
 ≠




 ≠



×  

치매선별 검사지 SIRQD는 총 15개의문항으로 Fig. 5

에 나타낸 것처럼 하나의 문항에 해 버튼을 러 선택

한 후 ‘다음 문항’ 버튼을 르면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

가서 총 15개의 문항에 체크하도록 음성으로 안내한다.

만일 문항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싶다면 ‘음성으로 읽기’

버튼을 르면 각 문항을 음성으로 읽어 주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15개 문항에 해성별 구분 없이

0, 1, 2, 9 척도로 계산을하여 SIRQD 수가 30 만

에 1-3 이면 치매 험이 거의 없는 것이고, 4-9 이면

치매 험이 약간 있으며 10-15 은 치매 험이 매우 높

다. 조기 방을 해 한 달에 한 번씩 치매선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매달 첫째주에로그인을하면알림창을띄

워서 치매선별 검사 앱을 실행하여 검사를 하도록 유도

하 다.

3.2.3 걷기운동 앱과 수치계산 게  앱 

한 신체근력 강화훈련은 정 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주므로 노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나인 걷기운동 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여 치매 방을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Fig. 6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재 건강상태에 따른 목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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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음성으로 혹은 직 입력한 후 ‘측정 시작’ 버튼을

르면 Pedometer 센서가 작동을 한다. 목표 걸음수 만

큼 걸으면 목표 걸음을 달성했다고 알려 주면서 화면 아

래에 움직인 거리와 소모한 칼로리를 표시해 과 동시

에 음성으로 읽어 다.

Fig. 6. Init screen of Walking & Game app 

수치계산 게임은 치매 방용 게임으로 주의집 능력

과 단기기억을 사용하여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게

임으로 치매 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반복을 통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Fig. 6에 나타난 것처

럼 먼 난수를 발생시켜 나 기를 제외한 계산을 모두

5분 안에 맞추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간다. 다음화면에서

5자리 수치를 보여 후 수치를 숨기고 15 동안 방

의 수치를 맞추는 게임을 설계하 다. 지정한 시간 내

에 맞추지 못하면 폭발소리와 함께 폭발 이미지가 화면

에 나타나고 맞추면 노인들이 즐겨듣는 노래 10개 임

의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 했다.

4. 능 평가

경상북도의 H지역의 평생교육원 수강 노인들 15명을

상으로 앱을 설치 후에 사용법에 해 간단히 설명을

한후 이들을 상으로 2번의 인터뷰와 설문지를통해만

족도를 조사했다. 앱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사

용법을 설명해주고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 다. 헬스 어

알리미 통합 앱을 한번 사용한 후 개별 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모임에서 한

주 동안 사용하면서 불편한 과 개선할 사항 등에 해

개인 인터뷰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19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15명 남자는 6명(40%), 여자가 9

명(60%)이었으며 나이는 60 가 8명(53.33%), 70 는 7

명(46.67%)이었다. 73.3%가 앱사용과 앱다운 경험이 처

음이라고 응답했으며 헬스 어 알리미 통합 앱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앱으로는 음성알람 앱이 53.3%(8명), 걷

기 앱 26.7%(4명), 치매선별검사 앱 20%(3명) 순으로 나

타났다. 수치계산 게임 앱은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앱사용편리성여부에 해서는 80%가 정 으로 응

답하 다. 앱이 ‘치매 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의 질문에 86.7%가 정 으로 응답을 했으며 ‘매일 사

용할 것 같은가?’의 질문에는 80%가 정 으로 응답을

했다. 음성인식이 앱사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는가?의 질

문에는 93.33%가 정 으로 응답했다.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는 음성인식이 흥미로웠으며 앱사용법을 음성으

로 안내를 해서 거부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한 자신에

게 맞는 말하기 톤과 말하기 속도가 앱을 사용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되었으며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 치매 방 련 된 다양한 종류의 앱이 포함되어 있

어서 편리하고 효율 이라고 응답했다. 앱사용의 편리성,

치매 방에 도움이 되는지, 음성인식이 앱사용의 편리함

을 제공하는지, 매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처음 앱 사

용, 앱 다운로드 여부,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가

의 항목에 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노인들이라 성별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를 60 와 70 로 그룹을 설

정하여 나이별로항목에 해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

시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으므로 나이별로 앱사용의 편리

성, 매일사용여부, 앱을 처음 사용, 어떤앱을많이사용

할 것 같은가의 항목에 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Group M t p

Easy to use app
sixties 3.88

2.325 0.037
seventies 3.00

Daily use of the app
sixties 3.63

2.755 0.016
seventies 2.71

First use of the app
sixties 1.50

2.463 0.029
seventies 1.00

Apps to use a lot
sixties 1.25

-2.741 0.017
seventies 2.29

*p<0.05, **P<0.01

Table 1. t-test results by age

부분 60 에 높게 나타났으며 음성인식이 앱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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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제공하는지와 앱 다운 여부는나이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인식은 나이, 성별 상 없이

앱사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후 앱사용에 한 변화를 살펴보기 해 2차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 사 과 사후 차이를 응표본 t 검

정을 실시하 고 Table 2에는 앱사용의 편리성에 한

사 과 사후 변화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유의수

<0.05 이므로유의미한 차이가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앱

을일주일동안사용한 후 2차설문조사를 통해서사 값

보다 사후 값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M SD t p

Pre test 3.47 0.834
-5.292 0.000

Post test 4.13 0.743

*p<0.05, **P<0.01

Table 2. pre and post comparison of easy to use 

app

앱사용이 치매 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질

문에 해서 Table 3에 나타난 것처럼 사 과 사후에 변

화의 차이가 유의확률 0.000으로 매우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M SD t p

Pre test 3.53 0.640
-4.583 0.000

Post test 4.13 0.516

*p<0.05, **P<0.01

Table 3. pre and post comparison of helps prevent 

dementia

음성으로 입력하고 음성으로 알려주는 음성서비스가

앱을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지의여부에 해서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유의확률 0.001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맞는 말하기 톤과 말하기 속

도가 앱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언 한 결과인 것 같다. 매일 사용 여부에 한

응표본 t- test는 t값이–5.527, 유의확률이 0.000으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앱

종류에 한 t 값이 2.092, 유의확률이 0.055로 사 과 사

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 SD t p

Pre test 3.67 0.816
-4.000 0.001

Post test 4.20 0.676

*p<0.05, **P<0.01

Table 4. pre and post comparison of voice 

recognition service

5. 결론

국내에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곧 고

령화 사회를 앞에 두고있다.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

려하 을 때 치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막

한 부담을 안겨주므로 치매 방 로그램 개발이 필요

한 실정이다. 고령자들 상으로 M-Health 련 서비스

는 다양하게 발 하고 있으나 치매발병 험성이

있는 고령자의 다수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

이 실이므로 직 으로 사용하기 쉽고 터치버튼의 크

기를 최 화한 사용자 맞춤형 앱 설계가 요구된다. 한

다양한 요소의 재가 치매 방 효과를 기 할 수 있으

므로 단일 앱이 아닌 통합 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노인들의 근성을 높이고자 앱사용 시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 으며 인지와 독립 기능에 더 좋은

효과를 기 하기 해 인지 훈련과 신체 운동의 통

합된 앱을 설계, 구 하 다. 이를통해 치매 등인지기능

하에 따른 질병을 방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H지역의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게 앱을 배

포 후 2번의 개별 인터뷰와 설문검사를 실시 후 분석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음

성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앱 사용법을 음성으로 모두 자

신이 설정한 Speech의 Pitch 와 Speech Rate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어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폰에 나타난 자가 크게 보여 가독

성이 높았으며 치매검사를 보건소에 가지 않고도 검사지

를 통해 검사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자신의 건강을 해

걷기운동 앱을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

답했다. 하나의 앱으로 치매 방 련된 다양한 앱을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 이라고 응답하 다. 설

문조사를 통해서는 앱사용 편리성 여부에 해서는 80%

가 정 으로 응답하 으며 앱이 ‘치매 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86.7%가 정 으로 응답

을 했으며 ‘매일 사용할 것 같은지?’의 질문에는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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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응답을 했다. 앱사용 후 사후 설문조사를 통

해 사 과 사후의 변화의 차이를 응표본 t-test를실시

한 결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앱의 종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2차 사후 설

문검사를 통해 부정 응답 없이 모두 정 으로 변하

여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의 의료시스템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가 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의료진에 한 근도가 떨어지

는 의료낙후지역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건강 리

에 한 집 도가 상 으로 떨어지는노인들에게 모바

일 앱은 가장이상 인 모델이라고 본다. 따라서 앱을 사

용하는 사용자를 계속 추 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할

내용은 개선한 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돌 서비스

혹은 치매와 련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활

용하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한다. 향

후 의학 인 근거를 기반으로 임상활용이가능하도록 의

료분야, 심리상담 분야, 사회복지 분야, 재활서비스 분야

와의 유기 인 력을 통해 좀 더 노인들에게 맞는 서비

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활동이 모두 웹서버에 모이며 이를 딥러닝을 통해 학습

하여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 복용 약 종류, 운동종류, 병

원종류 등 노인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건강한 생활개선 사업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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