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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쌍태아 임부 산전 영양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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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 about nutrition during antepartum period for women pregnant with twins 
by using smartphone applications. Methods: A series of steps according to ADDIE model, including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were used to develop smartphone application of antepartum nutrition 
care for women pregnant with twins. Results: Based on experts' evaluation, the average score was 4.6±0.39 in total. 
Content score was 4.7±0.40. Interface design score was 4.5±0.55. Content score was higher than interface design 
score. User evaluation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interview. Results of interviews revealed that users generally 
responded positively to the accuracy, understanding, and objectivity for content items of the smartphone app. As 
for the evaluation of consistency for the evaluation item of interface design, users answered “ordinary” or “generally 
yes”. For design suitability and accuracy of vocabulary, they answered ‘generally suitable’. Conclusion: The smart-
phone app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aid antepartum care for women pregnant with twins. It will 
also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of both pregnant women and twin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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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쌍태아는 2015년에 1만 5,774명으로 2005년 9,393명과 비

교하면 6,381명 증가하 으며, 총 출생아 중 쌍태아의 구성비 

역시 2005년 2.2%에서 2015년 3.6%로 1.4% 증가하 다[1]. 이

와 같이 쌍태임신은 고령 임신의 증가와 보조생식술 증가로 지

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 고위험 임신을 한 쌍태

임부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쌍태임신은 한 번에 

두 명의 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일란성과 이란성에 따라 그 위

험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단태아에 비해 태아와 임부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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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3]. 즉, 태아의 경우 자궁 내 

성장 지연, 저체중아, 신생아 질병 이환율, 신생아 사망 등의 위

험성이 증가하고[2], 임부에게는 조산, 만삭전 조기양막파열, 철 

결핍성 빈혈,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의 합병증이 생길 위

험이 증가한다[3-6]. 특히, 쌍태임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인 조

산과 저체중아 출산, 조기 진통은 주산기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

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7]. 

임부의 양 상태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 임부의 합병증 감

소, 저체중아 출산과 조산에 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6]. 

특히, 쌍태임신에서 임신 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정상화 및 임신 중 적절한 체중 증가가 산모와 신생아

의 예후를 향상시킨다고 하 고[8], 이는 쌍태아 임부의 적절

한 체중증가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1월

부터 2010년 12월까지 분만한 쌍태임신 산모 500명 및 쌍태아 

1,00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한 결과 임신 전 체질량지

수를 기준으로 저체중군 산모는 빈혈의 발생비율이 높았고, 비

만군 산모에서는 임신성 당뇨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9]. 한편, 

임신 중 체중증가가 초과된 경우에는 임신성 고혈압 발생이 높

았고 5분 Apgar 점수 7점 미만과 부당과량아의 발생 비율이 높

았으며 체중증가가 미달인 경우에는 빈혈의 발생비율이 높았

다[9], 이러한 양상을 볼 때 임신 전 정상적인 체질량지수 및 임

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량한 임신 예후

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9].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단태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임부의 산전 양 요구량은 쌍태

임신과 단태임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기준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10]. 쌍태아 임부의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은 

단태아 임부와 비교했을 때 10% 더 증가함을 보이고, 증가한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칼로리 요구량을 40% 증가시킨

다고 하 다[6,11]. 또한, 쌍태임신의 태반은 단태아에 비해 큰 

태반으로 호르몬 생산이 증가하고 이러한 호르몬에 의한 대사 

변화는 산모의 탄수화물 사용을 현저히 증가시켜 산모의 글리코

겐 고갈과 산모의 케톤혈증 발생을 초래함으로 합병증을 유발하

기도 하며[6,12], 쌍태임신의 철 요구량은 단태임신 보다 두 배에 

가까워 철 결핍성 빈혈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2]. 

하지만 기존의 산과지침 및 교육자료들은 쌍태아와 단태아를 구

분하지 않고 단태아 중심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쌍태아 임부의 요구도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 교육 매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뛰어

난 접근성, 이동성 그리고 편의성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의 교

육적 필요에 부합하는 매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13], 특히 

체중증가가 많고 이동이 힘든 쌍태아 임부에게 스마트폰의 뛰

어난 접근성과 이동성은 교육 매체로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KT경제경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 정도이다[14]. 특히, 연령대별 스마

트폰을 사용률을 살펴보면, 20대 99%, 30대 100%, 40대 99%

로 나타났고, ‘귀하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까?’라는 질

문에도 20대와 30대의 여성의 100%, 40대 여성의 99%가 스마

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하 다[15]. 즉 가임기 여성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 스마트폰 앱

을 교육 매체로 사용한다면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임신출산 시기와 관련하여 스마트 폰을 사용한 교육자료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맞춤형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 앱 개발 및 평가[16],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위한 스

마트폰 앱 입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17] 등 주로 단태아 

중심의 연구뿐이고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을 교육 

매체로 하여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 양 교육자료를 개발하

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쌍태아 임부의 건강관

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쌍태아 임부의 산과적 합병증을 감소시키

고 쌍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교육 매체로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 양 교육자료를 개발하

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 양 교육자료를 스마트폰 앱으

로 개발한다.

 개발한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전문가와 대상자 평가를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쌍태아 임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산

전 양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쌍태아 임부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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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of demand degree
․ Literature consideration
․ Community search
․ Interview

․ Constitution of education contents
․ Constitution of app screen

․ Design of education contents
․ Verification of expert content validity
․ Design of app screen

․ Development of education material
․ Development of educational 
smartphone app

․ Education execution
․ Comprehensive evaluation

․ Executed targeting the women 
pregnant with twins

․ Evaluation of expert and user 
․ Complementing based on the 
evaluation contents

Figure 1. Development process of the smartphone application.

도 G시에 소재하는 I종합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는 쌍태아 임

부를 근접모집단으로 하 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첫째, 쌍태

아를 임신한 임부 또는 쌍둥이를 분만한 산모, 둘째 산전관리

에 태아에게 이상이 없고, 산과적 합병증이 없는 임부, 셋째, 스

마트 폰을 사용하는 임부,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임부이다. 

3. 연구진행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쌍태아 임부 산전 양 교

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교수설계모형 중 ADDIE 모형[18]의 

단계를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

다(Figure 1). 

분석 단계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 고, 웹사이트 대표 카페의 커뮤니

티 검색과 쌍태아 임부의 면담을 통해서 요구도 분석을 하

다. 문헌고찰은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

고 있는 국제기구나 공인된 학회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 및 

문헌을 검색하 으며 사용한 검색엔진은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 KISS, 국회도서관 DB, Pubmed, CINAHL, MD 

consult, Medline이었다. 검색어로는 ‘multiple pregnancy’, 

‘twin pregnancy’, ‘nutrition’, ‘management’를 사용하 다. 

언어는 한국어와 어만을 대상으로 하 고, 완전히 원문을 찾

을 수 있는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1월부터 2016년 12

월까지 출판된 문헌을 검색하 다. 또한, 쌍태아 임부의 요구

도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중 활발하게 운 되는 사이트를 

임의로 표출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게시판에 작성된 문

의 내용을 분석하 다. 해당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 시장 순위가 

높은 순으로 접근하 다. 1위인 네이버, 2위인 다음에서 임신, 

쌍둥이 등으로 검색하 으며 회원 수가 많은 커뮤니티 위주로 

추렸다. 첫 번째 사이트는 네이버의 맘**릭**비를 선정하 고 

임신육아 커뮤니티로 회원 수 250만이 넘는 네이버 대표 카페

이며 2003년부터 운 되고 있었다. 두 번째 사이트는 네이버의 

쌍***라를 선정하 고 회원 수 3만이 넘고 2003년부터 운 되

고 있는 쌍둥이 엄마와 아빠를 위한 대표 카페이다. 세 번째 사

이트는 다음의 임**페를 선정하 으며 회원 수는 34만여 명이

다. 문헌고찰과 커뮤니티 사이트 분석 외에, 쌍태아 임부의 

양관리 상태와 문제점,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쌍태아 임부 1명과 쌍둥이를 분만한 

산모 2명에게 30분 정도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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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

시간에 관해 설명 후 대상자가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경우 면

담을 진행하 고 대상자에게 참여자의 비 을 절대 보장하

으며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연

구자는 문헌을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미리 면담지를 준비하

고, 참여자에게 질문한 내용은 쌍태 임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쌍태아 임부 양관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고 

계십니까?, 양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관리와 관

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내용이 있습니까?, 임신 후 걱정되는 점

이 무엇입니까? 등으로 대상자의 응답 내용이 미리 결정되지 

않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 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항목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미지 자료를 수집 제작하 으

며 앱의 화면을 설계하 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 고 전문가 의견을 반 하여 교육내용을 수

정 ․ 보완하 다. 교육자료의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자는 산

부인과 전문의 2인, 산부인과 간호사 1인, 양사 1인, 여성건

강간호학 교수 1인 총 5명을 선정하 다. 전문가 집단을 5인으

로 구성한 이유는 내용 타당도의 검증을 위한 전문가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데 있다[19].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정립된 설계도를 앱 제작 전

문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해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교육용 앱

을 제작하 다. 개발환경은 안드로이드 기반 운 체계를 바

탕으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 고 앱 사용자 환경은 Android 

Smartphone이며 앱의 운 환경은 안드로이드 4.4.2버전 이

상으로 설정하 다.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앱

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 고 전문가 평가와 대상자 평가를 한 후 

스마트폰 앱을 최종 수정 ․ 보완하 다. 개발된 스마트폰 앱의 

전문가 평가는 내용평가를 위해서 산부인과 전공의 2인, 여성

건강간호학 교수 1인, 분만실 간호사 7인, 산부인과 외래 간호

사 1인, 양사 2인으로 구성하 고 스마트폰 앱의 구조와 시

스템 평가를 위해서 의료정보팀 직원 2인을 포함하 다. 또한, 

스마트폰 앱의 대상자 평가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쌍태아 임부 12명과 쌍둥이를 분만한 산

모 4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자 평가는 앱의 효과 평가가 아

닌 개발한 앱의 적합성 평가이므로 쌍둥이를 분만한 산모도 평

가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여 앱 대상자 평가자로 포함하 고, 

대상자 평가 방법은 대상자가 본인의 생각, 의견, 느낌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설문지가 아닌 면담으로 시행하 다. 질문은 건강관리용 스마

트폰 앱 평가 도구 문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 다.

4. 연구도구

1) 교육자료 내용 타당도 평가도구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과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개발한 교육 

자료의 항목을 바탕으로 고안하 다. 항목은 총 25항목으로 쌍

둥이란 2항목, 식생활지침 12항목, 특수한 경우의 식사관리 3

항목, 주의해야 할 사항 2항목, 식품칼로리 6항목으로 구성하

다. 각 항목에 대하여 ‘적절함’ 4점, ‘적절하나 다소 수정이 필

요함’ 3점, ‘부적절’ 2점, ‘매우 부적절’ 1점으로 점수를 주게 하

고 ‘적절하나 다소 수정이 필요함’을 체크한 경우에 비고란

에 수정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 다. 그 외 주관식 문항으로 추

가할 내용 및 기타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 다. 

2) 스마트폰 앱 평가도구

스마트폰 앱의 전문가 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건강관리용 

스마트폰 앱 평가도구[20]’를 사용하 고 대상자 평가는 ‘건강

관리용 스마트폰 앱 평가도구[20]’를 근거로 면담을 시행하

다. ‘건강관리용 스마트폰 앱 평가도구’는 컨텐츠,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술의 3개 평가 상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 

문항은 보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 스마트폰 앱에 해당하지 않

아 제외하 다. 평가 상위요인 중에서 컨텐츠는 정확성, 이해

성, 객관성으로 분류되어 있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일관성 , 

디자인의 적합성 , 어휘의 정확성으로 분류되어 총 6개의 평

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는 .91이었고 2개의 평가 상위요인 컨테츠와 인터페이스 디자

인은 Cronbach’s ⍺값이 요인별로 각각 .84, .89 다[20].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2개의 평가 

상위요인 컨텐츠와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Cronbach’s ⍺값이 

각 요인별로 .94, .96이었다. 그리고 주관식 문항으로 교육자료 

내용 중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 교육자료에 대하

여 바라는 점을 기록하도록 하 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첫째, 교육자료의 내용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지수

(CVI),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검증하 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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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평가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 다.

연 구 결 과

1. 분석

분석단계는 무엇이 학습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본 연

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 고, 커뮤니티 검색과 면담을 통해서 쌍태아 임

부의 요구도 분석을 하 다.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와 관

련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태아 성장

과 발달, 산과적 합병증 감소, 조산방지,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

해서 쌍태아 임부의 양관리가 중요하다고 하 다. 그리고 검

색을 통해 추출된 다태임신과 관련된 문헌은 국내논문 60편과 

해외논문 32편이었으며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참고한 문헌은 국외논문 4편, 가이드라인 1편, 전문도서 5편, 웹

사이트 1개 다. 또한, 웹사이트 대표 카페 3개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게시판에 작성된 문의 내용을 분석하 는데, 게시

판에 작성된 문의 내용 중 쌍태아 임부의 내용만을 추출하 고 

주된 내용은 입덧 684개, 체중관리 210개, 엽산 196개, 철분과 

관련된 내용 119개 다. 체중관리에 대한 질문은 쌍태아 임부

의 체중증가량과 체중관리방법에 대한 것이었으며 엽산과 철

분은 쌍태임신의 경우 섭취해야 하는 용량과 섭취 기간, 부작용

에 관한 질문이 많았고 입덧은 극복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쌍태아 임부의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쌍태아 임부는 

조산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위험성은 인식하지는 

못하 고 양관리와 쌍태임신으로 인한 위험성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이 섭취와 관련한 양

관리 및 체중관리는 하지 않고 있었고 엽산제, 철분제, 종합 비

타민 정도의 복용만 하고 있었다. 쌍태아 임부는 필수 양소

(엽산, 철분, 오메가3)와 섭취칼로리, 입덧, 속 쓰림과 관련된 

정보를 원하 고 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양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2. 설계

설계단계는 교수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평가도구

의 설계, 수행목표와 학습내용의 조직화 및 계열화 원리들, 그

리고 교수전략, 교수전술, 교수매체를 선정하는 처방 등이 포

함된다[18].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커뮤니티검색, 심층면담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항목과 교육 내용을 선정하 고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 다. 그리고 이미지 자료를 수

집 제작하 으며 앱의 화면을 설계하 다.

1) 교육내용 구성

분석단계에서 시행한 문헌고찰과 커뮤니티, 면담을 바탕으

로 교육항목을 도출하 고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 양 교육

내용을 구성하 다. 교육자료의 주제 목록은 쌍둥이란(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쌍태아 임부의 식생활지침(체중증

가 기준, 식이요법 구성, 간식, 강조하는 양소), 사례별 식사

관리(입덧, 속쓰림, 변비), 주의해야 할 사항(알코올, 카페인), 

식품칼로리(곡류군, 채소군, 어육류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

군) 등 다섯 개로 정하 고, 주제목록마다 세부 내용을 정하

다.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와 도표를 삽입

하 으며 산모가 교육내용을 산전관리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

록 식품 칼로리와 식품의 어림치의 기준을 제시하 다. 각 식품

의 함량은 한국인 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하 고 식품 칼로

리와 식품 어림치의 기준은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 제시한 기준

을 사용하 다.

2)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분석단계를 바탕으로 쌍둥이란, 쌍태아 임부의 식생활지침, 

사례별 식사관리, 주의해야 할 사항, 식품칼로리 5가지 역으

로 교육내용을 설계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하 고 이에 대한 전

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 다.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결

과, CVI 총 평균은 0.99점이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CVI 0.80점 

이상이 나왔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반 하여 문항을 수정 ․ 보
완하 다.

3) 화면 설계

스마트폰 앱의 이름, 그림, 색깔, 글씨체 등 교육용 앱의 디자

인을 구상하고 역 분류, 배치 등 화면의 흐름도를 도식화하

다. 스마트폰 앱의 이름은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로 정하

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씨 모양, 색상 및 

크기는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설계하 다. 메인 화면에서는 타

이틀을 제시하고 자동으로 앱에 대한 소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앱에 대한 안내가 끝나면 메뉴 선택 창이 있는 화

면으로 이동하도록 하 고 메뉴선택 창은 쌍둥이란, 식생활지

침, 사례별 식사관리, 주의해야 할 사항, 식품칼로리 다섯 개의 

주제와 체질량지수(BMI) 계산 메뉴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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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martphone application screen.

3. 개발

1) 개발환경

앱 개발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 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 JDK 및 안드로이드 SDK 

Manager로 필요한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추

가 설치하 다. 교육용 앱 개발에 사용된 하드웨어에서 CPU

는 Interl(R) Core(TM) i5-3337U @ 1.80GHz, RAM은 4.00 

GB, HDD는 Samsung Evo 840 SSD 120GB이다. 그리고 앱 

사용자 환경은 Android SmartPhone이며 앱의 운 환경은 

안드로이드 4.4.2버전 이상으로 설정하 다.

2) 화면구성

스마트폰 앱 명칭은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로 명하

다. 스마트폰 앱 초기화면은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

라는 타이틀을 제시하 고 자동으로 앱에 대한 소개로 진입하

도록 하 다. 앱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메뉴 선택 창이 있는 화

면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쌍둥이란, 식생활지침, 사례별 식사관

리, 주의해야 할 사항, 식품칼로리 다섯 개의 교육 주제와 체질

량지수(BMI) 계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메뉴 선택 창이 있는 화면은 쌍태아 임부 산전 양관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다. Figure 2는 식생

활지침을 클릭했을 때의 일부 화면으로 식생활 지침 메뉴 창을 

선택 시 식생활 지침, 체중증가기준, 식이요법의 구성, 간식, 강

조하는 양소의 메뉴 창이 보이도록 하여 원하는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 다. ‘나의 BMI’ 화면은 키와 몸무게

를 입력할 시 체질량지수(BMI)가 계산되고 계산된 체질량지

수(BMI)가 저체중, 정상, 과체중, 중증도 비만, 고도비만 중 어

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화면이다.

교육자료 화면은 교육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이미지

를 삽입하 고 교육자료의 이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이미지

를 제작하거나 사진으로 제작하 으며, 일부 이미지는 공공 웹

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21], 대한당뇨병학회[22]의 이미지

를 가지고 와서 출처를 기재하고 활용하 다. 그리고 모든 화면

의 하단에는 초기 선택 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목차버튼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3) 디자인

스마트폰 앱의 초기화면, 앱 소개 화면, 메뉴선택 화면은 전

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하 으며 초기화면은 freepik에서 제공

하는 이미지에 출처를 표기하여 사용하 고 앱 소개 화면과 메

뉴선택화면은 Adobe Photoshop 그래픽 툴을 사용하 다. 대

상자는 여성이므로 초기 화면 디자인은 여성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 그림과 핑크색 글씨를 선택하 으며 본 스마트폰 

앱의 메뉴선택 화면, 앱 소개 화면, 교육자료 바탕색은 임부에

게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파스텔톤의 녹

색을 사용하 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다. 

4. 실행 및 평가

실행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의 현장에서 사용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며 평가단계

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18]. 본 연구

에서는 내용 타당도 검증 후 수정하여 개발된 스마트폰 앱을 전

문가와 쌍태아 임부 또는 쌍둥이를 분만한 산모에게 시연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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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t Evaluation of Smartphone Application-based Nutrition Education Material for Twin Pregnancy (N=15)

Scope Evaluation questions M±SD

Contents Accuracy ․ The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is reliable. 
․ The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is clear. 
Average of accuracy

4.73±0.46
4.73±0.46
4.73±0.42

Understand-ability ․ It is easy to understand the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 The health-related terms are familiar to general people.
․ The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is easy to read for general people.
Average of understand-ability

4.80±0.41
4.53±0.52
4.67±0.49
4.67±0.42

Objectivity ․ The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is professional information.
․ The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is systematic and concrete.
․ There is a mark which informs it i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uthoritative institution.

․ Medical professionals are providing the health information.
Average of objectivity

4.73±0.46
4.53±0.64
4.80±0.41

4.73±0.46
4.70±0.42

Average of contents 4.69±0.40

Interface 
design

Consistency ․ There is a consistency in the color, arrangement, and expressive way.
․ The arrangement of the icons in the app was designed to be unified with 
the entire app design.

․ Icons in the app were grouped consistently. 
Average of consistency

4.60±0.63
4.47±0.74

4.60±0.63
4.56±0.65

Design suitability ․ Contents were arranged for the sequential approach to be possible so it is 
easy to understand logically.

․ It clearly expressed what the icon meant.
․ The letters used for the app were in a readable size and font for readers.
․ The visual element makes the user comfortable.
․ The user can apprehend the app's structure at a look.
Average of design suitability

4.40±0.74

4.40±0.83
4.47±0.74
4.33±0.72
4.60±0.51
4.44±0.62

Vocabulary accuracy ․ The phrase used for the app is concise. 
․ The phase used for the app is correct. 
․ The phase used for the app accords with the grammar.
Average of vocabulary accuracy

4.47±0.64
4.60±0.51
4.67±0.49
4.58±0.48

Average of interface design 4.50±0.55

Overall average 4.59±0.39

도록 하 다. 그리고 교육 내용과 앱의 시스템 및 구조 등을 평

가하기 위해 실행단계에서 제공한 앱의 전문가평가와 대상자

평가를 실시하 고 스마트폰 앱을 최종 수정 ․ 보완하 다. 

1) 전문가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폰 앱의 전문가 평가 대상자의 나

이는 최소 연령 24세에서 최대 연령 50세 고 교육수준은 간호

학 전문학사 1명, 간호학 학사 5명, 간호학 석사 2명, 간호학 박

사 1명, 양학 석사 2명, 의학사 1명, 의학박사 1명, 컴퓨터공

학 학사 1명, 기계공학 학사 1명이었으며,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은 평균 8년 7개월이었다.

스마트폰 앱 평가 점수는 4.59±0.39점이며, 상위요인 중에

서 컨텐츠는 4.69±0.40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4.50±0.55점

으로 컨텐츠 부분이 인터페이스 디자인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

다. 컨텐츠의 하위요인 중 이해성 부분에 해당하는 ‘건강관리 정

보를 이해하기 쉽다’와 객관성 부분에 해당하는 ‘권위 있는 기관

에서 제공하는 정보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다.’ 항목이 4.80± 

0.41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페이스 디자인 

하위요인 중 디자인 적합성 항목인 ‘시각적 요소가 사용자에게 

편안하게 작용한다’가 4.33±0.7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

왔다. 개발된 스마트폰 앱 전문가 평가점수는 Table 1과 같다.

전문가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폰 앱이 쌍태아 임부

를 위한 산전 양관리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접근

성과 편리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 다.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스마트폰 앱 소개 화면이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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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가 다 읽을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는 기능

을 삭제해달라”는 내용과 “메인 아이콘 크기의 확대, 오른쪽 

왼쪽 슬라이딩 시 페이지 이동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

달라”는 요청과 “쌍태아 임부의 합병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도움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메인 메뉴의 중

요도에 따른 색상표현과 메뉴의 세분화, 그림과 글씨 크기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 한 전문가 평가에 따른 

스마트폰 앱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콘의 폭을 확대하

고 오른쪽 왼쪽 슬라이딩 시 페이지가 이동하도록 기능을 추

가하 고 중요한 메뉴는 색깔을 다르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앱 

소개 화면 우측상단에 X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원할 때 X표시

를 클릭하면 메뉴선택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수정하 다. 

2) 대상자 평가

대상자는 23주부터 34주 된 쌍태아 임부 12명과 쌍둥이를 

분만한 지 4일 이하 되는 산모 4명이었으며 요구도 조사에 참여

하지 않은 대상자로 하 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5.12±1.36

세 고 교육 정도는 대졸 12명, 대학원 이상 4명이었으며 직업

은 전업주부 4명, 전문직 10명(교육분야 3명, 디자인분야 2명, 

보건분야 1명, 기타분야 4명), 자 업 2명이다.

건강관리용 스마트폰 앱 평가 도구 문항[20]을 근거로 면담

을 시행한 결과 상위요인 중에서 컨텐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컨텐츠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정확성, 이해성, 

객관성 중 정확성에 대한 평가는 4점(5점 척도)으로 대체로 정

보가 신뢰성이 있고 명료하다고 하 고 이해성은 4~5점(5점 

척도)으로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 다. 객관

성은 4점(5점 척도)으로 교육내용이 대체로 전문적이라고 평

가하 으나 주수별 쌍태아의 적정 몸무게 등 추가적인 교육 내

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상위요인 중 인터페이

스 디자인은 일관성, 디자인 적합성, 어휘의 정확성으로 나뉘

어서 면담을 시행하 고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앱의 색상, 배

치, 표현방법, 배열구성 등의 일관성에 대해서 3~4점(5점 척도)

으로 보통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평가하 다. 디자인 적합성도 

3~4점(5점 척도)으로 보통 또는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

으나 교육내용에 페이지가 없는 것과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기

능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휘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4~5점(5점 척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한 화면에서 

단어가 약 80~143개로 시각적으로 피로하다는 단점을 지적받

았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쌍태아 임

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가 없어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서 정보를 얻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개발한 쌍태아 임부 교육 자

료가 생겨서 좋았다고 하 고, 교육 내용 중 임신 전 BMI를 통

해서 쌍태아 임부의 임신 중 체중증가량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고 하 다. 또한, 체질량지수(BMI) 자동계산 기능의 유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 으며 쌍태임신과 관련된 합병

증과 적정 쌍태아 몸무게 등에 관한 교육 자료가 스마트폰 앱으

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 다. 면담 내용은 Table 2와 같

으며 대상자 평가에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수정하 다. 대상자 

평가에 따른 스마트폰 앱 수정 반  사항은 교육자료 화면 하단

에 각 주제의 총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기록하여 교육자료 내

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하 고 오른쪽 왼쪽 슬라

이딩 시 페이지가 이동하도록 수정하 다. 

논 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을 교육 매체로 하여 ADDIE 모형의 

단계를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쳐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 교육 자료를 개발하 으며, 이에 스마트폰 앱

의 개발과정에 따라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분석단계 과정을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는 문헌고

찰과 함께 쌍태아 임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웹사이트 대표 

카페 3개의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서 요구도 조사를 하 다. 건

강과 관련된 교육용 스마트폰 앱 개발의 선행연구에서는 관상

동맥질환자를 위한 ‘튼튼심장’ 앱 개발의 콘텐츠 분석을 위해

서 문헌고찰과 기존의 교육용 책자 분석을 하 고[23], 항암화

학요법 받는 암 환자를 위한 ‘NoInfec’ 앱 개발에서는 문헌고

찰과 환자 5명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자가관리 관련 교육 요구

도를 조사하 다[2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쌍태아 임부에게 

필요한 산전관리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위해서 문헌고찰 뿐 아니라 면담과 커뮤니티 검색을 하 다. 

즉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서 쌍태아 임부 다수의 산전 양과 관

련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 고 쌍태아 임부의 심

층 면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도 분석을 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교육용책자 분석, 교

육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도출하고 대상자의 교

육 요구도를 분석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뿐만 아니

라 심층면담, 웹사이트 커뮤니티 검색으로 요구도를 파악하여 

반 하 으며 이는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교육 항목과 교육

내용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평가 

단계에서 쌍태아 임부들이 추가로 원하는 공통적인 교육내용



 Vol. 24 No. 1, 2018  9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쌍태아 임부 산전 영양 교육자료 개발 및 예비평가

Table 2. User Evaluation of Smartphone Application-based Nutrition Education Material for Twin Pregnancy (N=16)

Scope interview results

Contents Accuracy ․ In general, Health care information seems to be credible and clear enough to understand.
․ Most of the educational contents were useful and it seems well organized. It was especially 
good as the educational material is targeted at pregnant women with twins.

․ Educational contents seem to be credible, on the whole.

Understand-ability ․ It wa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contents in the smartphone app. 
․ No contents was hard to understand.
․ Most of the educational contents was easy to understand.

Objectivity ․ Description about a contents validity verifier and source of the educational contents give 
much credibility. Particularly the information about how much weight to gain during the 
pregnancy, based on the weight information prior to the pregnancy, was so useful.

․ Generally women pregnant with twins are more concerned about babies' weight compared 
to singleton pregnancies because twins tend to be smaller than single babies. So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add a list of week-by-week guideline for checking whether my babies are 
growing well with an ultrasound scan result.

․ I found the information of the educational contents was provided by authoritative bodies 
and health information was also provided by health care-related experts. I think adding a 
list of appropriate weight of twin babies would be also very useful.

Interface 
design

Consistency ․ Color and design of the smartphone app looks consistent and unified. 
․ It seems color, layout, way to express, and design consistency are normal.
․ The app's icons layout coheres with the overall design of the app, and all of them are 
well-organized and grouped consistently.

Design suitability ․ A menu select button lets me easily access the educational contents which I want to get to. 
Especially I liked the illustration on the educational contents.

․ There wasn't meaningful difficulties in using the smartphone app. However, it was 
inconvenient to guess how much contents remain to see, because page numbers are not 
shown.

․ In general, design looks suitable. But it was inconvenient to go through the pages and the 
text size seemed quite small. 

Vocabulary accuracy ․ It seems it has too many texts.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add more visual elements. 
Probably many people wouldn't read all.

․ I think the words used in the app are clear and grammatically correct. But it has too many 
texts. I want it to have more illustrations.

․ I think the words used in the app are simple and clear, and grammatically correct.

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요구도 조사를 위한 심층 면담의 대상

자 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항목과 교육내용을 설계하고 교육 자료에 필요한 이미지 자료

를 수집 제작하 으며 앱의 화면을 설계하 다. 임산부를 대상

으로 한 스마트폰 앱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교육내용 설계 

및 화면 설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각 관리 역별 정

상범위 설명 화면, 교육을 제공해 주는 화면, 알람 설정이나 해

제를 하는 화면, 식이 관리, 혈당 관리, 케톤 관리, 운동 관리, 몸

무게 관리를 하는 화면과 각 관리의 일주일간 입력률을 종합적

으로 보여주는 화면을 설계하여 교육 역과 관리 역을 설계

하 다[16]. 본 연구에서는 교육 화면 외에 관리 역으로 체질

량지수(BMI)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하 다. 이는 쌍태

임신에서 임신 전 체질량지수(BMI)의 정상화 및 임신 중 적절

한 체중 증가가 산모와 신생아의 예후를 향상시킨다[8,9]고 하

기 때문에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의 임신 

전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체중증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임

신 전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하 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연구에서는 앱 

설계를 위해서 “신생아중환자실 치료”와 “모아 애착”으로 나

누어 학습 역을 구성하 으며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환경과 사용되는 장비, 처치

와 간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제한성을 갖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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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본 연구의 학습 역은 쌍태아 임부를 대상으로 한 교

육내용으로 기존에 단태아 중심의 산전 양교육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헌고찰을 통한 교육내용 제작 

결과 쌍태임신의 양섭취 기준은 단태임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준과도 차이가 있었다. 단태아 임부의 1일 권장 섭취 칼로리

는 성인여자 기준인 19~29세 2,100 kcal, 30~49세 1,900 kcal 

보다 300 kcal 더 필요하 으며 쌍태아 임부는 성인여자 기준

보다 600 kcal가 더 필요하 다. 반면 외국의 경우 임신전 체질

량지수(BMI)가 정상체중인 임부인 경우 3,000~3,500 kcal를 

권장하 다[6,21,25]. 엽산의 경우 단태임신의 경우 600 ㎍, 쌍

태임신은 1,000 ㎍ 필요하다고 하 으며 외국의 경우도 쌍태

임신은 1,000 ㎍ 요구되었다[6,21,25]. 철분은 단태임신보다 두

배 이상인 60~100 mg 요구되었고 외국의 경우도 단태임신 보

다 두 배 가까이 필요하다고 하 다[6,25]. 

본 연구에서는 쌍태아 임부 산전 양 교육 자료를 소책자로 

제작한 후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 다.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쌍태아 임부의 3대 양소 에너지적정 비율로 

제시된 단백질 20%, 탄수화물 40%, 지방 40%[26,27]은 서양인 

기준이므로 서양인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고 지방 섭

취가 적은 한국인에게 설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전

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2015년 한국인 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에서 제시한 한국인 

임신부의 3대 양소 섭취 기준은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적정비율이 55~65%, 지방은 15~30%, 단백질 권장섭취

량은 임신 2분기 +15 g/일, 3분기 +30 g/일이었으며 외국에서 

제시한 쌍태아 임부의 섭취기준 보다 탄수화물 에너지적정비

율은 높고 지방의 에너지적정비율은 낮았다. 또한, 쌍태아 임

부의 기준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한국인 쌍태아 임

부에게 적합한 3대 양소 섭취 기준 등 한국인에게 적합한 쌍

태아 임부의 양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논의와 보완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발단계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운 체계를 바탕으로 앱

을 개발하 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한 2014년 국

내 스마트폰 운 체제 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85.82%, iOS가 

14.14% 다[2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안드

로이드 기반 운 체계를 바탕으로 앱을 개발하 다. 그리고 신

뢰할 수 있는 정보출처로부터 제공되는 앱은 사용자들의 신뢰

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29].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에서는 사용

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 안내 화면에 스마트폰 

앱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 검증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 고 교

육자료 각 주제별 하단에 출처를 기재하 다.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 전문가 평가는 같은 평가 도구를 사용

한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앱 개발 연구에서 ‘시각적 요소가 사

용자에게 편안하게 작용한다.’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30], 항암화학요법 받는 암 환자를 위

한 앱 개발 연구에서는 같은 평가도구는 아니지만 앱의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친근감을 느낀다’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두 가지의 항목

이었고 ‘제공되는 정보가 최신의 것이다’와 ‘암 환자 감염 예방

관리와 관련이 많은 정보이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24]. 

디자인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정보의 정확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앱의 객관성 항목에서 최고점이 나온 것은 

스마트폰 앱의 소개 화면에 내용 타당도 검증자와 각 교육내용 

하단에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고 디자인 적합성 항목에서 최저점이 나온 것은 스마트폰의 작

은 화면에 많은 글씨들이 작은 크기로 기록되어 시각적으로 보

기 힘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앱 수정 반 으로 신

장이식 환자를 위한 앱 개발 연구에서는 글씨 크기를 좀 더 크

게 구현하고 글씨의 양을 줄이고 글씨 색과 배경색을 변경하

으며[30], 본 연구에서는 글자 수를 줄이고 그림을 추가하고 중

요한 메뉴는 색깔을 다르게 변화시켰다. 컨텐츠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상위요인 중 컨텐츠 부분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쌍

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 스마트폰 앱이 신뢰성이 있고 이해

하기 쉽고 전문적 정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컨텐츠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글씨 

크기와 글자 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앱

을 수정 ․ 보완하 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평가는 100점 만점 

환산 시 92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으며 이는 다른 평가 도구를 

사용한 항암화학요법 받는 암 환자를 위한 앱 개발 연구에서 

90.62점이 나온 것[24]과 동일한 평가 도구를 사용한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앱 개발 연구에서 85점이 나온 것보다 높은 점수이

다[30]. 따라서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 스마트폰 앱이 교

육 자료로서 적합성을 입증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 평가는 건강관리용 스마트폰 앱 평가 도구 문항을 개

방형 질문으로 하여 면담을 시행하 으며 컨텐츠 항목인 정확

성, 이해성, 객관성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 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한 앱 개발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 관리 

앱의 평가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이용한 앱 오류평가와 앱 사용

성 평가를 시행하 다[16]. 앱 사용성 평가에서는 현재 임신 중

인 임부 2명과 분만 후 1년 이내인 산모 3명이 참여한 총 5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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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쌍태아 임부 산전 영양 교육자료 개발 및 예비평가

게 시행하 으며 사용성 평가 결과 평균 69.5점이 나왔다. 관상

동맥질환자를 위한 앱 개발 연구에서는 ‘튼튼심장’ 스마트폰 

앱의 적합성과 유용성 확인을 위해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앱을 

사용하도록 한 후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하 다[23]. 만족도 

조사 결과 스마트폰 앱의 내용에서는 대상자의 85.2%, 앱의 설

계는 대상자의 82.7%, 앱의 학습 유용성은 대상자의 95.0%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 다. 항암화학요법 받는 암 환자를 

위한 앱 개발 연구에서는 평가단계에서 6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

목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친근감을 느낀다’와 ‘디자인이 마

음에 든다’, ‘정보의 내용이 충분하다’ 항목이고 총점 평균은 

3.75점으로 100점 만점 환산 시 93.75점이었다[24]. 같은 도구

를 사용한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에서

는 대상자 평가 결과 ‘건강관리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와 ‘건강

관리 정보가 명확하다’의 정확성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

왔고 ‘앱에 사용된 글자가 보는 이에게 읽기 쉬운 크기와 글꼴

로 되어 있다’ 항목이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30]. 이는 본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며 대상자 평가의 의견을 반 하여 스

마트폰 앱을 수정하 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평가에 따른 스

마트폰 앱 수정 반  사항은 교육자료 화면 하단에 각 주제의 

총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기록하여 교육자료 내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하 고 오른쪽 왼쪽 슬라이딩 시 페이

지가 이동하도록 수정하고 그림을 추가하고 글씨를 줄 다. 이

러한 앱 수정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 평가 결과 이해성에 대해서 높

은 평가를 해주었는데 대상자의 교육 정도가 모두 대학교, 대

학원 이상으로 교육내용의 이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 평가에서 다른 의견으로는 

전문가가 개발한 쌍태아 임부의 교육 자료가 생겨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 내용 중 임신 전 체질량지수(BMI)를 통해

서 쌍태아 임부의 임신 중 체중 증가량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단태아 임부가 아닌 쌍태아 임부를 위

한 차별화된 교육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전문가 평가와 대상자 평

가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히 컨텐츠 부분인 정확

성, 이해성, 객관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 스마트폰 앱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 양 교육 자

료를 개발하 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 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관리 중 양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교육 자료

로 개발하 고,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에서 앱 평가를 

시행하여 대상자의 수가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

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의 수를 늘려 본 교육 자료를 평가

하고 타당화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양교육 자료

에 운동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쌍태아 임부의 산전관리

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쌍태아 임부의 산과적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쌍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교

육 매체로 쌍태아 임부를 위한 산전 양 교육 자료를 개발하

다. 개발한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 앱의 전문가와 대상자 

평가 결과는 컨텐츠 부분인 정확성, 이해성, 객관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며 이는 컨텐츠 부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쌍태아 

임부의 산전 양관리 스마트폰 앱은 쌍태아 임부의 산전관리

에 적합하며 임부와 쌍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쌍태아 임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쌍태아 임

부를 위한 산전 양관리에 대하여 해외 임부를 위한 기준이 아

닌 국내 임부 기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쌍태아 임부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산전관리 중 양관리 외 운동관리 등에 대

한 교육용 앱을 추후에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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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Nutritional care for antepartum women pregnant with twins is important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etus, reduction of maternal complication, prevention of premature birth, and 
maintenance of proper weight.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developed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for antepartum women pregnant with twins 
using smartphone app as a medium for educati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smartphone app of nutritional care for antepartum women pregnant with twins is expected to 
help their antepartum care and improve the health of both pregnant women and twin fetu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