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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제1형 당뇨에 대한 진단율이 높아지면서 당뇨 환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아들에 게 당뇨 교육이 필요하지만, 효율적이고 적절한 교육 콘텐츠는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혈당 

변화 대처요령과 행동치료에 대한 꾸준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11세 환아들의 눈

높이에 맞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주사 실습 

콘텐츠를 구성하였고 반복적인 학습을 위해 하이브리드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구성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당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환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함과 동시

에 앞으로 개발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당뇨 교육 콘텐츠 연구의 기반 연구로써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diagnosis rate of type 1 diabetes is increasing and patients are 
increasing. However, diabetes education content is not aligned with the interest level of children. As a result of the 
interviews with experts, It was found that the measures of coping with the change of blood sugar and the behavior 
therapy require steady and repetitive 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Edutainment content which can be repeatedly 
Learned by 10~11year old children. For effective learning, the contents of the laboratory practice were constructed and the 
hybrid method was used for the repetitive learning. Usability test showed that this configuration is effectiv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diabetic education content that is suitable for the children's level of understanding 
which will be developed easi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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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제1형 당뇨 환아의 수가 10년간 약 31%가 증가

하였다. [1] 당뇨병은 당뇨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수록 

혈당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보

고가 있다. [2,3] 더불어 학령기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

두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소

아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당뇨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환자의 77%는 의료진에게서 인슐린 주

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재 당뇨 교

육은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당뇨 교육 콘텐츠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

다.[5] 이에 환아들이 당뇨에 대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게임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10-11세의 제1형 당뇨 환아들이 혈당 

변화 대처 방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에듀테인

먼트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6]에 의한 표 1에
서 알 수 있듯, 학령기 시기에 제1형 당뇨가 많이 발병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환아 중 보드게임 

이해도를 고려하여 10-11세 환아를 주타깃으로 선정하

였다. 

Age of onset(yrs) Type 1 Type 2

<3 21 0

3-5 27 0

6-8 35 0

9-11 37 4

12-14 24 16

15-17 3 1

Total 147 21

Table. 1 Age of Childhood Diabetes Onset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학령

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당뇨 교육 콘텐츠의 범위

를 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당뇨 교육은 어떤 한계

점이 있는지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제안하

였다. 해당 콘텐츠는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여 자연스

럽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3.1. 제1형 당뇨

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이 분

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전체 당뇨병의 약 1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소아에게 발생

한다. [7]
제1형 당뇨병은 식사, 운동, 주사 요법을 통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다.[8] 또한 혈당 변화에 대처하는 지식

을 학습하는 교육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는 선행 연구의 보고가 있다. [9] 

Category
Injection 
therapy 
training

Iterative 
learning

Interest 
Level Practice

Hospital 
education High Low Low High

Diabetic 
camp Middle Low Middle Middle

Book on 
Diabetes Middle Middle Low Low

Table. 2 Current Status of Diabetes Education

현재 당뇨 관련 콘텐츠를 살펴보면 식사, 운동, 주사 

요법 등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

문에 표 2의 Interest level이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아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2. 아동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최근 아동이 몰입할 수 있는 놀이학습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 관련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11] 에듀테인먼트는 교

육(Education)과 놀이(Entertainment)를 결합한 신조어

로 재미있으면서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엔터테인

먼트의 형태이다. [12] 에듀테인먼트는 기존의 주입식, 
강의식 위주의 학습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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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현장에서 활용성은 대단히 높으며 이에 따른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14] 

3.3. 아동용 인터랙션 콘텐츠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랙션 콘텐츠 역시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 [15, 16]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터랙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터랙션 콘텐츠는 사

용자 간의 친밀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17] 이렇게 인

터랙션 콘텐츠는 사용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

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Ⅳ. 연구1 : 전문가 인터뷰

4.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콘텐츠의 의료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뇨 전문가 인터뷰를 구성하였다. 표
3은 해당 전문가 인터뷰 질문과 답변이다. 인터뷰는 당

뇨 교육 범위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학

습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Questions Expert 1 Expert 2

Currently known diabetes 
learning content Diabetic Camp Diabetic Camp

Perception of learning 
medical knowledge based 

on digital content 
Positive Very Positive

Benefits of learning diabetes 
based on digital content Accessibility Repetitive 

learning

Table. 3 Questions on Diabetes Education

4.2. 연구 결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현재 당뇨 교육은 환아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환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가 필

요하다. 둘째, 당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지

속적으로 체크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혈당을 관리하

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인슐린 주사를 놓을 때 인슐

린 단위, 주사 각도, 주사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3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교육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며 혈당 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Ⅴ. 연구2 : 사용성 테스트

5.1. 사용성 테스트

개발에 들어가기 전,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이 자연스

러운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보
드게임 판, 몬스터 카드, 태블릿 화면 등을 준비하였으

며, 10-11세 일반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간 진행

되었다.
표 4처럼 사용성 테스트 결과 크게 세 가지 결과를 도

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와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Observation Result Applications

Users were very interested in 
random values.

Added animations to random 
elements to maximize interest

Confusion with pressable 
elements

Visual distinction for 
interactable elements

Loose when arriving 
repeatedly in the same space.

The board game spaces were 
evenly distributed.

Table. 4 Usability Testing Result

Ⅵ. 연구3 : 게임 구현 및 제안

6.1. 연구 방법

6.1.1. 기능 도출 및 설계

Core Value Function

Correctly place the insulin 
injection.

Set insulin dose / angle / 
injection time directly

Appropriately respond 
according to blood sugar

Randomly encounter various 
situations

Motivation for blood sugar 
management

The better your blood sugar 
management, the better your 

chances of winning.

Table. 5 Function based on core value 

표 5의 세 가지 기능들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반영

하여 핵심 가치를 선정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필수적인 기

능들을 도출하였다. 해당 기능들은 보드게임의 ‘급식

실’, ‘체육관’, ‘보건실’ 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보드

게임 칸 중 비중을 높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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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action Model of Game Elements

그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보드게임의 인터랙션 구조도

를 작성하였다. 사용자는 그림 1처럼 보드판위에 태블

릿을 올려두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며, 말과 카드는 오프

라인 요소로 직접 조작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방식은 온/오프라인 인터랙션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인터랙션의 경우 그림 2처럼 원

형의 팝업창을 사용하였고, 오프라인 인터랙션의 경우 

사각형의 팝업창과 버튼을 함께 사용하였다.

Fig. 2 when online & offline interaction is required

6.1.2. 디자인

아동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귀엽고 활발한 콘셉트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콘셉트를 위해 그림 3처럼 비비드 

한 컬러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귀엽게 디자인하였다. 
[18]

Fig. 3 <Sugar Attack> Characters

UI의 경우 그림 4처럼 인터랙션이 가능한 경우 입체

적인 느낌으로 설계하였다. 추가적으로 눌리지 않는 경

우, 활성화된 경우, 누른 경우를 나누어서 시각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

Fig. 4 Provide visual feedback on buttons state

6.1.3. 구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플랫폼에 상관없이 접근 가능

하도록 Unity 에디터와 C# 언어로 개발을 하였다. 또한, 
그림 5처럼 몬스터 카드를 태블릿에 인식시키기 위해 

증강현실 개발 플랫폼 Vuforia를 활용하였다.

Fig. 5 Interaction Model of Game Elements

그림 6은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진행 흐름도이다. 

Fig. 6 System Flow Chart for Development

게임 시작 전에는 캐릭터, 하루 총 인슐린 용량을 입

력을 받아 세팅을 한다. 그 이후에는 돌림판을 돌리고, 
해당 칸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반복한다. 변수인 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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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턴 유지 여부, 게임 종료 여부 등은 턴 시작 전에 체

크가 된다.

6.2. 연구 결과

6.2.1. 게임 구성

본 게임은 하이브리드 보드게임으로 2명에서 4명까

지 개인전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보드게임판, 태블릿, 
카드 35장, 게임말 2~4개가 필요하다. 그림 7처럼 보드

게임판 가운데에 태블릿을 두고, 태블릿에서 돌림판을 

돌린 후 오프라인에서 게임 말을 옮기면서 진행한다.

Fig. 7 <Sugar Attack> Board Game�

6.2.2. 게임 규칙

자기 차례가 되면 돌림판을 돌리며 게임을 진행하며, 
점수적 요소는 몬스터(레벨 x5점), 포도당 사탕(2점), 보
건 카드(-3점) 3가지이다. 몬스터 카드는 레벨에 따라 점

수가 달라지며,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는 포도당 사탕이 

필요하다. 포도당 사탕은 ‘퀴즈 교실’칸에서 당뇨 퀴즈

를 맞혀야 얻을 수 있다. 보건 카드는 저혈당이나 고혈

당이 2턴 이상 유지되면 보건실로 이동하는데, 이때 1장
을 받는다.

6.2.3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급식실’ 칸이다. ‘급
식실’ 칸에서는 그림 8처럼 실제 주사기 모양을 활용하

여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8 Insulin Angle Adjustment Interface

‘별별 상황실’, ‘체육관’ 칸 등에서는 그림 9처럼 랜덤

적인 상황들이 나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

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9 Insulin injection time control interface

자신의 혈당을 잘 관리하여 높은 점수를 얻으면 이기

는 형식이다. 따라서 그림 10처럼 아이템 가방을 누르면 

어디서든 나의 혈당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10 Item ba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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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당뇨 환아의 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기존의 당뇨 교육 콘텐츠는 환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회성 교육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당뇨 교육 콘텐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령기의 제1형 당뇨 환아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콘

텐츠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

뷰를 통해 상황에 따른 혈당 변화 대처 방법에 대한 교

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식 전달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보드게임 방식을 채택하였

으며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어 설계하였다. 
게임 설계 후, 인터랙션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알

아보기 위해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

문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 하이브리드 게임, 실시간 혈당 

그래프 확인, 주사 실습 콘텐츠 구성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당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의 환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발될 

아동을 위한 당뇨 교육 콘텐츠 연구의 기반 연구로써 공

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게임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실제 환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용성 테스트를 하

지 못하였다. 추후에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환아들

에게 효과가 있는지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
스플레이 안에서만 주사 훈련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현실에서 주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추가한

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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