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9. 7)

37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현장형 교육으로 이루어졌던 치매 예방 교육을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애플리케이션

으로 개발한다. 기존의 보드 게임이나 카드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치매 브레인트레이닝 게임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구현하고, 보호자의 조호 지침을 시각화하여 이해를 돕는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치매 예방에 도움

이 되는 게임은 물론 치매 예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들이 치매 예방 교육의 원활한 진행 상

황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키워드: 치매(Dementia) 예방교육(prevention education)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노인(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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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치매 노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이다.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16%로 10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또한 치매 유병률은 5세가 증가할 때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여, 

65~69세 사이는 1.3%이었지만, 85세 이상에서는 33.9%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인구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치매 노인 관련 문제는 

더 이상 환자와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초고령화 시대의 이상은 병마와 싸우며 장수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치매 

예방 교육 및 환자와 그의 보호자 또는 전문 조호자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Fig. 1. 년도별 치매 유병률

[출처: 보건복지부지정 노인성 치매 임상 연구 센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친숙한 매체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

여 치매 예방 교육용 콘텐츠와 아이콘, 이미지 카드 형식으로 이해가 

용이한 조호지침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한다.

II. 치매 예방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2.1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성도

치매 예방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그림1]는 치매위험도 자가

진단, 미술프로그램, 치매상담처안내, 조호지침 등 4가지로 구성된다.

Fig. 2.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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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위험도 자가진단은 진단 안내문과 자가진단 및 진단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미술프로그램은 설명글과 상,중,하 난이도에 따라 

그리기 그림 게임을 제공한다. 치매상담처안내는 지역별 병원 검색으

로 병원 정보 확인과 구글 맵 지도의 위치 확인과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조호지침은 이럴 땐 이렇게/기억해두기/가족 조호자를 위한 정보/전문 

조호자를 위한 정보 등의 4가지 카테고리로 상세한 설명과 사진을 

보여준다.

2.2 로딩 및 메인화면

로딩과 소개화면[그림2(a,b)]은 치즈란 ‘치매를 즐겁게 예방하자’

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연령층이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므로 

온 가족이 모여 있는 따듯한 분위기로 치즈를 소개하는 글이 나온다. 

메인화면[그림2(c)]은 치매위험도 자가진단, 미술프로그램, 치매 상담

처 안내, 조호지침 등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하였다.

(a) 로딩화면

  

(b) 소개화면 (c) 메인화면 

Fig. 3. 로딩과 메인화면

2.3 치매 위험도 자가진단

치매 위험도 자가진단[그림3]을 위해서 한국치매학회의 치매 자가 

진단 설문을 연동함으로써 이용자의 치매 초기 증상과 현 상태를 

점검하여 문항별 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치매 예방 수칙 3.3.3’과 ‘치매 상담처 안내 받기’와 같은 

각각의 맞는 예방교육 또는 예방정보를 제공한다.

(a) 자가진단설문 (b) 진단결과

Fig. 4. 치매 위험도 자가진단 화면

2.4 미술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그림4]는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제시되는 

점선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게임이다. 그림의 형태에 따라 (상, 중, 

하로) 난이도를 나누어 환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선을 따라 그린 그림의 결과를 기록해 

보호자 또는 전문 조호자가 교육 게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a) 그림판화면 (b) 그리기화면 (c) 결과화면

Fig. 5. 미술 프로그램 화면

2.5 치매 상담처 안내

치매 상담처 안내[그림5]는 치매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노인 

질환을 다루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로 제공한다. 정확한 위치와 

병원 내부의 사진, 전화 연결을 가능하고, 응급실 운영 여부를 표기하여 

노인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a) 상담처 (b) 병원정보 (c) 병원위치

Fig. 6. 치매 상담처 안내 화면

2.6 조호지침

조호지침[그림6]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보호자와 전문 조호자에

게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 할 때의 지침을 제공한다. 치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몸 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해 아이콘과 이미지 카드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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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호지침메인 (b) 조호지침방법

Fig. 7. 조호지침 화면

III. 결과

본 논문은 기존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는 달리 치매 환자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구현하였고 보호자의 조호 지침을 시각화하여 

이해를 돕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임은 

물론 치매 예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치매 

예방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노인 복지 시스템에 적용하

여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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