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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사용자 중심의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 디자인
- 사용자 리서치 및 근거이론 방법론을 기반으로 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보고하는 PRO(Patient Reported Outcome,
환자자가성과보고)는 매우 중요하다. 보고과정에서의 잘못된 해석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집된 PRO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 전자기기 기반의 ePRO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연구 중이다.
하지만 기존의 암환자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는 기능 중심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ePRO 서비스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10명의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리서치(User Research)를 진행했다.
사용자 리서치는 Picture Cards 인터뷰와 병행 프로토타이핑 방법을 적용, 1시간
일대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 과정을 거쳐, 7개 범주의 사용자 요구사항(User Requirements)를 도출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페이퍼, 프로그램 기반 프로토타이핑을 거쳐 앱
서비스의 UX를 설계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과정을 거쳐 완성된 프로토타입
앱으로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User Test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사용 용이성,
유용성,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주제어: User-centered design, cancer symptom monitoring, user experience,
mHealth, 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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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수술과

방사선,

항암치료

등의

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경험한다. 이처럼 암 치료로 인해 발생되는 증상들은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암 환자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로써
의료진은 환자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고 시기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2]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진료 시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평가해 보고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의료진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부정확하고 불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보고하는 PRO (Patient
Reported Outcome)이다. PRO 란, 제 3 자의 해석 없이 환자에게서 직접 나온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로서, 의료 제공자와 중요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수단이다. [4] 암 환자용 PRO 로는 미국 NCI(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개발한 PRO-CTCAE(Patient-Reported Outcome Version of th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가 의료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PRO-CTCAE 는 암 환자가 경험한 증상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언어와 표현으로 이뤄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과 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의료 및 헬스케어 영역
전반에서 ePRO(Electronic Patient-Reported Outcomes) 시스템이 도입되고

1

있다.

ePRO

란,

PRO

를

모바일

디바이스,

PC

등의

전자식

컴퓨터

도구를(electronic methods) 통해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현재 ePRO 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헬스케어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ePRO 시스템은 양질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해,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질이 높고,
누락되는 데이터가 적다는 점에서 FDA 에서 보다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 FDA 에서는 Electronic Source Data in Clinical
Investigations 란 지침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환경에서의 ePRO 데이터 수집을
가이드하고 있다. [5]
대표적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2000 년대 초반 PROMIS 를 구축,
환자의 건강 상태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NCI 에서 개발한
ePRO-CTCAE 가 있다. 이외에도 당뇨, 호흡기 질환, 암 등의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환자의 증상과 건강상태의 PRO 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ePRO
시스템이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천식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ePRO 시스템인 Asthma Tracker 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척도에 따라 입력할 수
있고 의료진은 웹으로 이를 모니터링 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암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ePRO 시스템은 Cancer Symptoms Tracker 란 이름으로
보편화 되어 있으며 몇몇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PHR(Personal Health record)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2

이를

그림 1. PROMIS(왼쪽)/ PRO-CTCAE(오른쪽)
암 환자를 위한 증상 기록 및 관리 서비스는 환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과 접근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암 환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외 ePRO 시스템은 시스템의
사용성 및 접근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단계가 많고 복잡해 사용성이 떨어진다. 둘째, 환자를 위한 시각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사용성과 접근성을 높인
사용자 중심의 증상 모니터링 ePRO 시스템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각각의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한 과정은 그림 2 와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관련 연구의 동향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위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리서치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 조사 방법인 Picture Cards 인터뷰와 병행 프로토타입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3

셋째,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근거이론(Grounded theory methodology)의 개방코딩
방법을 이용해 분석할 것이다.
넷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용 어플리케이션과 의료진용 웹 서비스의
기능을 정의하고 UX 를 설계할 것이다.
다섯째,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사용자 테스트(User test)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적합하게 반영됐는지 검증 할 것이다.

그림 2. 연구방법 및 진행절차

제2장 문 헌 조 사

1.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ePRO 시스템

4

1) 국외

Bennett

et

al.

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수집하는 ePRO 데이터는 페이퍼 기반의 PRO 데이터 수집만큼 정확도가 높고,
환자 참여도가 높다. Falchook et al. 은 두경부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그들의 연구에 참여한 상당 수의 환자들이
방사능 치료를 받는 동안 앱을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기록했다. [1]. Maguire et al.
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폐암환자를 위한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했다.
[2]
학계뿐만 아니라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스템들이 국외의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8 개
Cancer symptom tracker 앱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러한 앱들은 증상 기록, 과거
증상 기록의 요약, 증상 대처정보 (식이, 운동 정보) 등 다양한 기능 제공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4 개의 Cancer symptom tracker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표 1 의 주요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 A 의 경우 통증을 입력할 때, 3D
모델링 형태의 사람 feature 를 넣어 부위를 입력할 수 있고, 국외 B 는 난소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면 추후에 요약보고서 형태의 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증상 요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외 C 는 자신의 피부를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증상 입력을 유도한다. 특히 국외 E 의 경우 환자가
자신의 증상과 관련한 질의 내용을 녹음해 기록할 수 있다. 국외 D 앱 서비스는
증상평가시스템(ESAS, Edmonton Symptom Assessment System)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한
치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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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외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앱 현황

2) 국내

국외의 다양한 사례에 비해 국내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국내의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1 개의 암
환자 증상기록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국내 A). 이는 글로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로 양적인 면에서도 관련 앱
서비스가 부족한 현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에는 별도의
증상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없다.
주요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증상 기록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국내 A, 1 개
서비스로

현재

충북지역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제공하는 증상 기록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비춰 환자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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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또한, 증상을 1 일 1 회 입력 하는 형식으로 돼있어 환자의 실시간 증상
기록이 어렵다. 그리고 환자가 증상을 입력할 때 여러 번 다른 항목을 선택해야
하고 페이지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사용성이 떨어진다.

표 2. 국내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앱 현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환자를 위한 ePRO 시스템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과 접근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암
환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외 ePRO 시스템은 시스템의 사용성 및 접근성
면에서 다음 표 3 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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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계점

개선 필요사항

- 사용자 입력 단계가 많고 복잡
사용성

- 환자가 쉽게 증상을 입력하기 위

- 단순한 목록, 서술 형태 사용자 해 사용자 입력 단계 최소화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로 - 각 기능별로 사용성을 높이기 위
각 화면에 대한 정보 수용도 저하

한 최적화된 UX/UI 설계

-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가
이드가 없어 환자가 사용하고 서비스
접근성

접근성이 떨어짐
- 작은 글씨, 대비가 낮은 화면으로
중장년층 이상의 시각 접근성 떨어
짐.

- 환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별도
의 학습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X/UI 설계가 필요
- 중장년층을 고려한 시각/ 정보
접근성 강화

표 3. 現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의 한계점

먼저, 사용성이란 쌍방향 제품(Interactive product)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Useful)’하였는가와

수행(Usable)’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전반적인

사용

목적을

‘가능한

편리하게

만족도(Satisfaction)’는

어떠하였는가와 같은 측정 요소들을 가지는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ISO
9241-11). 하지만 기존의 암환자 증상 관리 모바일 앱 서비스의 경우, 대다수의
앱이 환자가 증상을 선택해 발생 빈도와 정도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단계가 많고 복잡해 사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단순한 목록, 서술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로 구성돼 환자가 증상 목록, 증상
대처 정보 등을 확인 할 때, 정보 수용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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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접근성(接近性,

accessibility)이란

시설,

교통,

제품,

서비스,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IT 분야에서의 접근성은 주로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취약 계층이 어떤 시스템과
IT 기기의 기능 및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된다. [6]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가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사용을 위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2. 사용자 중심의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 디자인

사용자

요구사항(User

requirements)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특성,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UCD, User-centered design)은 이러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해 디자인에 반영하는 접근법이다. [7].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적용해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는 이전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Nisotel
et al. 은 환자, 환자 가족, 암 전문의와 함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의 증상과 adherence 를 개선 시키기 위한 모바일 앱을
디자인했다. [8]. 포커스 그룹을 통해 함께 제작한 앱 디자인에는 치료 일정, 약
알림, 증상 입력, 추세 정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앱 개발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이
있다.

3. ICT 서비스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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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 & Cobin 에 의해 제시된 근거이론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만든 방법론이다. 이는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해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지 귀납적으로 개념과 범주 및
유형을 밝히고 발전시키는 질적연구방법론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방코딩과 축
코딩, 선택코딩 과정을 거쳐 모델이 되고 이론화 된다. [9, 10, 11] 근거이론을
적용해 암 환자를 위한 ICT 서비스를 만든 직접적인 연구 사례는 없으나, 다른
분야의 ICT 서비스 분석에 적용한 사례는 있다. 이성신은 근거이론 방법론을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근거이론을 적용해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에서의 운전자 사용 경험을 연구한 사례도
있다. [12, 13]

제3장 사용자 리서치 방법

1. 대상자 선정 및 모집
본

연구진은

10

명의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리서치(User

research)를 실시했다. (6 male, 4 female, average age = 46, SE = 3.80) 두경부
암 환자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모집했으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소속 두경부암 전문의가 직접 성별, 연령, 암종, 치료 방법
및 기간을 고려해 선정했다.
대상자로는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두경부암 환자를 선정했으며,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중인 18 세 이상 65 세 미만의 환자를 선정했다. 이들 대상자는
모두 항암화학이나 방사선 치료, 혹은 두 개의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었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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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 명은 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대상자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하기의 표
3 과 같다. 모든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으며, 대상자 전원이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했다.
대상자 성별 연령

진단명

치료

P1

M

44

침샘암

수술 후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P2

F

21

설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단독

P3

F

53

구인두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P4

F

41

육종

수술 후 방사선치료 단독

P5

M

57

편도림프종

항암치료 후 방사선치료 공고요법

P6

F

54

비강림프종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P7

M

63

경부 림프종

방사선치료 단독

P8

M

41

비강암

P9

M

41

P10

M

55

수술 후 방사선치료 단독

비강 횡문근육종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구인두암

수술 후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표 4. 사용자 리서치 대상자 리스트

2. 연구 진행 절차

사용자

리서치는

1)Introduction,

2)Picture

cards

인터뷰,

3)병행

프로토타이핑(Parallel prototyping), 4)기초조사, 4 단계에 걸쳐 총 60 분동안
진행했다. Introduction 에서는 IRB 의 승인을 받은 연구참여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상자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진행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
녹취 및 녹화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사용자 경험 조사 방법론 중
하나인 Picture cards 인터뷰를 진행했다. Picture cards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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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경험, 증상 기록 및 보고 방법, 향후 시스템 기반의 증상 기록 및 보고 방법에
대해 대상자와 25~ 30 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후 20 분간 병행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했다. 환자가 사전에 제작한 대화형, 선택형 두 가지 앱으로 태스크를
수행한 후, 각각의 사용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평소 스마트폰
및 병원 앱 사용, 암 증상 관련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3. Picture Cards 인터뷰
1) Picture Cards Method

Picture Cards 란 사진과 텍스트로 이뤄진 카드를 활용해 사용자의 경험과
미충족 요구사항(Unmet needs)를 분석하는 사용자 경험 연구 방법론이다. Picture
cards 는 이미지와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과 기억을 상기시키고 진행자와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을 활용해 대상자의 상황(Context)에 따른
구체적 경험 공유와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14]. 이는 사용자 리서치 단계에서
사용자의 Pain points 와 Needs 등을 분석할 때 적합하다. 본 연구진은 Pictrure
cards 기법을 활용해, 현재 암 환자가 증상 경험, 기록. 보고 상황에서 느끼는 Pain
points

와

향후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User

requirements)을 도출하고자 한다.

2) Picture Cards Materials

본 인터뷰의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자는 두경부암 환자의 증상 경험 및 기록,
보고 상황과 관련 26 장의 카드를 제작했다. (그림 3.) 26 장의 카드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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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에 따라 표 5. 와 같이 구성했다. 또한, 두경부암 주요 20 개 증상은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전문의가 직접 PRO-CTCAE 기준으로 두경부암 환자가
자주 경험하는 20 개 증상 선정했다. (표 6.)

그림 3. 두경부암 환자 인터뷰용 Picture Cards

구분

두경부암 20 개 증상

내용
피로, 식욕감소, 구토 등 두경부암
환자가 암 치료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20 개 증상

카드 수

20 장

현재 증상 기록

증상 경험 기억/ 수기 기록

2장

현재 증상 보고

전문의에게 구두 보고/
수기 기록 활용 보고

2장

모바일 앱을 통한 증상 기록

1장

시스템 기반 증상 기록
시스템 기반 증상 보고

의료진 웹 시스템을 통한
증상 현황 확인
표 5. Picure Card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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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

피로

11

음식과 음료의 맛을 느끼기 어려움

2

식욕감소

12

변비

3

구토

13

삼키기 어려움

4

메스꺼움

14

어지러움

5

손이나 발의 저린 감

15

입 마름

6

탈모

16

딸꾹질

7

피부 가려움

17

입안이나 목이 아픔

8

피부 발진

18

쉰 목소리

9

슬프거나 우울함

19

목소리 변화

통증

20

방사선치료로 인한 피부가 탐

10

표 6. 두경부암 환자 주요 20개 증상

3) Picture Cards 인터뷰 절차

Picture Cards 인터뷰는 대상자 1 명당 총 25 분에서 30 분간 진행했다. 그리고
“증상-현재 방식-향후 방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시나리오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해 대상자의 상황 몰입을 유도했다. 대상자가 선택한 Picture cards set 은
5 장의 증상 카드, 현재 보고/기록 방식, 시스템 기반의 향후 보고/기록 방식의
카드로 총 9 장으로 구성돼있다.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환자가 주요 증상 카드 중 환자에게 주로 발현되는 5 개의 주요 증상 카드
선정 후 인터뷰 진행. 증상이 주로 언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지에 대해 질의응답.
(2) 현재 증상을 기록하는 방식과 진료 시 의사에게 증상을 보고하는 방식에
대해 질의응답. 이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새로운 필요사항 인터뷰.
(3) 향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증상을 기록하는 것이 어떨지, 또 환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기반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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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cture Cards 인터뷰 질문

- Card 1-5 (증상): 환자분께서 피부 가려움을 느끼실 때(증상)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언제 그런 증상을 주로 느끼세요? 정도는 어떠신지? 얼마나
자주 느끼세요?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나요?
- Card 6 (현재 증상 기록):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보통 어떻게 기록을
하시나요? 수기로 메모하시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그럴 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 Card 7 (현재 증상 보고): 현재는 환자분이 느끼신 증상은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때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시는지 한 번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 Card 8 (시스템 기반 증상 기록): 앞으로 환자분께서는 암환자 증상 자가
보고 App 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 Card 9 (시스템 기반 증상 보고): 이 앱이 있다면 앞으로 환자분께서 진료를
받으실 때 앱에 기록된 증상 정보를 의사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선생님이 환자분의 상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4. 병행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1) 병행 프로토타이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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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프로토타이핑이란 다수의 프로토타입 후보군에 대해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디자인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앱을 개발하기에 앞서 환자들의 사용에 최적화된 앱 UX 를 분석하고자 병행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다. 환자는 대화형과 선택형, 두 가지 타입의 앱을 사용해
증상 입력과 증상 추세 확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태스크(Task)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더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며, 만족도 높은 UX 를 선택하는 것이
본 테스트의 목적이다.

그림 4. Picture cards 인터뷰 장면

2) 병행 프로토타이핑 Materials

디자인 목업은 선택형과 대화형 두 가지로 제작됐다. 그리고 환자가 앱의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등의

인터랙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그램인 Justinmind 를 사용했다. 선택형은 암 환자 증상 기록
앱 서비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X 의 형태로, 환자가 경험한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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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증상이 기록되는 형태이다. 대화형은 환자에게 익숙한 메신저 앱(예.
카카오톡, 라인 등)의 형태로 환자가 증상을 이모티콘으로 입력하는 형태다. (그림
5.) 이는 환자와 의료진 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그림 5. 병행 프로토타이핑(좌:선택형, 우:대화형)

2) 병행 프로토타이핑 절차

사용자에게 각각의 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앱을 사용해 아래의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했다. 두 가지 타입의 앱의 사용을 마친 후 각각의 앱의 장단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Task 1(증상입력): 환자분께서 현재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앱을 사용해 입력해 보세요. (증상: 통증, 정도: 매우 심함)
- Task 2(증상 요약 정보 확인): 환자분은 지난 1 주일간 발생한 증상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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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용자 리서치 결과

1. 사용자 인터뷰 자료 분석: 근거이론 방법론
1) 근거이론 방법론

앞서 문헌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은 사용자 리서치 내 질적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했다. Strauss와 Glaser에 따르면
근거이론은 타인의 세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지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생성한다. 이 때 자료 수집을 위해
일대일 면접, 집단 면접,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 때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개방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인 개방코딩은 수집된 정보를 분할하고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끼리 분류해 범주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 범주는 다시 더 큰
개념아래 범주화가 이뤄지는 연속과정을 거치게 된다. 축 코딩은 개방코딩으로
만든 범주들을 인과조건, 중심현상, 전략, 중재조건, 결과 등의 요소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은 축 코딩에서 연결한 요소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 배치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9, 10, 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암 환자 사용자 리서치(일대일
면접 방식)에서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 분석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암 환자가
느끼는 증상 경험과 현재의 증상 기록, 보고 방식에서 느끼는 Pain points와
Needs를 분석했다. 그리고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ePRO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했다. 연구의 목적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18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근거이론의 단계 중 개방코딩 만을
적용해 암 환자의 요구사항을 범주화했다.

2) 사용자 인터뷰 자료 개방코팅

먼저 10 명의 환자와 진행한 인터뷰 녹음 파일(총 395 분)을 듣고 인터뷰
녹취록을 작성했다. 자료의 정확도를 위해 2 명의 연구자가 함께 인터뷰 녹취록을
작성하고 서로의 결과물을 재확인했다. 이후 3 명의 참여 연구자가 완성된
녹취록의 인쇄본을 읽고 분석하며, 환자의 pain points 와 needs, behavior 를
선별했다. 선별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 연구자 3 인이
모두 동의하는 문장들만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후 선별된 문장들을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 세부범주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상위 범주로 통합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최대한 참여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을 배제했다. 코딩을 통한 논의 과정에서 참여 연구자 3 인
중 1 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제외했다. (그림 6.)

그림 6. 사용자 리서치 자료 개방코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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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과 pain points, needs, behavior 로 구성된 73 개 주요
코멘트를 도출했다. 이는 16 개의 세부범주로 분류됐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 개의
범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범주화했다. (표 7.) 사용자 요구사항 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요구사항
(상위 범주)

세부 범주

인터랙티브 디자인

메신저 인터페이스

피드백 제공

고령자 친화적 디자인

시각 접근성

정보 직관성

쉽고 정확한 증상입력

증상 보고 패턴

정확한 증상입력

간편한 증상입력

중요 코멘트

코멘트 구분

카톡형태가 익숙하고 더 빨리 배울 것 같음

N

친숙한 카톡방식이 대화하는 느낌

C

선택형보다 카톡이 친숙하고 편리함

C

카톡 방식이 자유도가 높아서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음

P

평소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해 익숙함

B

카톡형 앱에 피드백이 더해졌으면 좋겠음

N

환자가 입력한 증상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카톡버전이 더 나을 것 같음

C

노안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안보임

P

큰 글자

N

고대비 화면

I

아이콘 메뉴에 대한 이해도 떨어짐

P

아이콘 네이밍 구체화 (아이콘과 텍스트 조합)

I

증상 추세 그래프의 색상이 이해가지 않음

P

증상 추세 그래프 변화에 따른 코멘트 제공

I

기억에 의존해 아픈 증상을 의사선생님께 보고드림

B

증상 수기 기록 후 의사선생님께 보고한 적 있음

B

스마트폰에 증상을 메모해 의사에게 보고

I

피부 발진 심할 때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말하는 것을 잊은 적 있음

P

수술로 말을 못해 간호사에게 부탁해 글로 증상을 쓴 적 있음

P

증상은 포괄적이라 직접 입력한다는 개념이 어려움

P

증상 입력 단계가 애매함

P

트위터 100자 증상 입력

N

일기처럼 1일 1회 증상 기록

N

눈금(1-10) 스케일에 따라 표정변화 증상

N

점수형태로 증상입력

N

증상 사진찍어서 기록

N

증상을 입력하기에는 선택형, 카톡형태는 일목요연하지 못함

C

선택형이 증상정도가 구체적으로 글자로 써있어 좋음

C

표 7. 개방코딩 결과물: 사용자 요구사항 (내용 중략,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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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랙티브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란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입력했을 때, 의료진 혹은 앱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랙티브 디자인은 다시 ‘메신저
인터페이스’과 ‘피드백 제공’의 하위 범주로 나뉜다. 병행 프로토타이핑 결과,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형태가 의사와 환자가 더 대화하는 느낌을 주며, 익숙하고
빨리 배울 것이라 언급했다. 반면, 환자가 입력한 증상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이
있어야, 대화형 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대상자도 있었다. 또 다른
환자도 자신이 증상을 입력했을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강조했다.
요컨대, 환자들은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메신저 형태의 앱을 더 선호하나,
자신이 입력한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령 친화적 디자인

고령 친화적 디자인이란 고령 친화적 범주는 ‘시각 접근성’과 ‘정보 직관성’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본 항목에서 시각 접근성은 암 환자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함
없이 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환자의
연령층이 50 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위해 시각적 접근성을
배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터뷰 대상자도 노안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인다는 언급을 했으며, 앱의 글자가 커야 한다는 Needs 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의 시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대비 화면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애플의 iOS 와 안드로이드 OS 는 고대비 화면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들의
시각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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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관성 범주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 상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행 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 암 환자들은 아이콘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증상 추세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아이콘 메뉴를 텍스트 메뉴로 변경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증상 추세 그래프에 간단한 설명을 더해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3) 쉽고 정확한 증상입력

암 환자를 위한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증상 보고, 즉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입력하는 기능이다. 쉽고 정확한 증상입력
범주는 증상 보고 패턴과 정확한 증상 입력, 간편한 증상입력 범주로 이뤄진다.
먼저 증상 보고 패턴 범주의 중요 코멘트를 살펴보면, 대상자 대부분이 기억에
의존해 자신의 증상 경험을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물론 증상을 수기로
기록해 보고하거나 스마트폰에 기록해 보고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 수가 적었다.
특히 여성 대상자는 피부 발진이 심했을 당시 담당의에게 보고를 하지 못해 처방
로션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남성 대상자는 수술 후 말을 하지 못해
간호사에게 부탁해 글로 증상을 적었던 경험도 있었다. 이와 환자들의 증상 보고
행동 패턴와 Pain points 를 고려했을 때 모바일 앱을 활용한 증상 보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간편한 증상입력 범주를 살펴보면, 대상자는 스케일 형태로 간편하게 증상을
입력하려는 Needs 가 있다. 이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취약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단어로 증상의 정도를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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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확한 증상입력 범주에서 증상 자체를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는 의견을
고려해볼 때,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미국 NCI 의 PRO-CTCAE 의 기준에 의거,
자신의 증상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행 프로토타입
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전체적으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선호한 것에 비해,
증상입력에 대해서는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조금 있음, 없음’의 증상 스케일을
선택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남성 대상자는 증상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글자로
써있어 더 알아보기 쉽다고 언급했다.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때 환자는 보편적인 증상
보고 체계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4) 직관적 증상 트렌드

대상자들은 쉽고 정확한 증상입력 못지않게 입력한 증상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환자의 증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상자는
자신의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었고 증상 변화 추세를 알고자 하는
Needs 가 있었다. 또한, 병원 간 환자의 증상 히스토리가 공유되어 해외에서 체류
시에도 진료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다. 그리고
증상의 변화 추이를 알면 언제 자신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코멘트도 있었다.

5) 맞춤형 대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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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대처정보는 환자의 경험한 증상에 대한 대처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범주다. 맞춤형 대처정보 범주는 다시 증상정보 습득
패턴과 맞춤 정보 추천, 2 개의 하위범주로 나뉜다. 현재 암 환자들은 담당 의료진,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을 통해 증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경우 신빙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희귀암의 경우 관련 정보를 얻기 조차
힘들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환자들은 암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는 데 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맞춤 정보 추천 범주에서는 이와 같은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needs 가 있다. 환자가 자주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대처 정보를 누군가가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메일을 통해 암 환자에게 좋은 식이, 운동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와 같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앱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증상 대처, 식이, 운동
정보를 notification 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큰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6)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범주는 다시 ‘환자와 환자’, ‘의사와 환자’, ‘보호자와 환자’,
‘정서적 지지’라는 4 가지 세부범주로 나뉜다. ‘환자와 환자’ 범주에서는 환자끼리
증상 경험과 완치 수기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앱 서비스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needs 가 있었다. 일부 희귀암 환자는 종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종
암 커뮤니티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다. ‘의사와 환사’ 범주에서는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길 원하는 needs 가 가장 컸다. 진료 시 면담시간이
짧아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pain points 도 컸다.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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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경험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환자 인터뷰 때가
처음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보호자와 환자’ 범주에서는 care giver 에게 환자의
증상 상태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21 세의 여성 대상자는
대상자의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염려해 보호자에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서적 지지’에서는 환자들이 암 투병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대상자들은 “괜찮습니다”,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범주를 통해, 암 환자를 위한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가
비단 증상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그리고 care-giver 간의 증상
관련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7) 편의, 안전

‘편의,

안전’

범주는

‘일정관리’와

‘응급연락’의

세부범주로

구분된다.

일정관리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 방사선, 항암 치료 일정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세부범주다. ‘응급연락’은 응급 상황 시 환자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다.

25

제5장 사용자 경험 디자인

1. 퍼소나(Persona) 분석
우리는 앞서 근거이론을 통해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퍼소나
분석을 진행했다. 퍼소나 분석이란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용자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소나는 사용자 전형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로,
리서치에서 수집한 자료와 사용자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리서치
단계를 마친 뒤 모델링 단계에서 퍼소나를 제작한다. 퍼소나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왜 달성하려고 하는지 깊이
살펴볼 수 있다. [15] 퍼소나는 사용자 리서치 자료를 훌륭한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이은정(40 세, 여),
박기대(53 세, 남), 2 명의 퍼소나를 통해 서비스의 사용자를 모델링했다.

1) 1 순위 퍼소나: 이은정 (40 세, 여)

1 순위 퍼소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용자
그룹이다. 이은정은 40 세의 가정주부로 자가 수입이 없다. 그녀의 암 종은
육종이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증상은 어지러움,
식욕감소, 피부 가려움, 피부 발진, 피로이다. 그녀는 암 치료로 인한 증상을
별도로

기록해

본

적이

없으며,

기억에

의존해

의사에게

증상을

보고하는

행동패턴(Behavior)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현재 식욕감소로 한 달째 죽을 먹고
있어 매우 힘든 상황이며, 방사선 치료가 매우 고되고 그 과정이 멀게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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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경험(Frustration)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피부 발진이 심할 때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말하는 것을 잊어서 처방 로션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 또한, 그녀는 진료
시 담당 의사와의 면담시간이 너무 부족해, 의사선생님이 자신의 증상을 잘 알고
있을 지 걱정이 되는 Pain poins 가 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증상을 잘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길 바라는 Needs 가 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주기를 원하고, 치료과정을 잘 감내할 수 있는 등기부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암 치료로 인한 증상을 잘 관리하고자 하고,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자 하는 목표(Goal)이 있다.

그림 7. 1 순위 퍼소나 분석

2) 2 순위 퍼소나: 박기대 (53 세, 남)

2 순위 퍼소나인 박기대는 53 세 사업가로 연 수입이 1 억이다. 현재 편도
림프종을 앓고 있으며, 항암 치료 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박기대의 주요
증상은 탈모, 메스꺼움, 음식의 맛을 느끼기 어려움, 식욕감소, 목 건조이다. 증상을
스마트폰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앱을 설치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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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Behavior) 그는 탈모로 사회생활이 지장이
있어 가발을 쓰고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의 증상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또한, 의학 지식이 부족해 의사 선생님과 면담 시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암 관련 정보를 검색하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Pain points) 그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싶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증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Needs)

그림 8. 2 순위 퍼소나 분석

2. 사용자 시나리오(User Scenarios) 분석

앞서 도출한 퍼소나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러한 퍼소나
기반 시나리오(Persona-based scenario)란 퍼소나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나리오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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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소나를 활용하며, 실제 사용자의 시각에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사용자의 목표를 바탕으로 중요한 과업(Task)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시나리오에서 설명한다. 우리는 이은정,
박기대 2 명의 퍼소나를 활용해 2 개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1) 첫 번째 시나리오: 증상기록, 일정관리

첫 번째 시나리오의 퍼소나는 이은정이고 주요 과업은 증상기록과 일정 관리다.
상세 시나리오는 그림 9 와 같다.

그림 9. 시나리오 1: 증상기록, 일정관리

2) 두 번째 시나리오: 증상정보, 증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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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나리오의 퍼소나는 박기대고 주요 과업은 증상 대처 정보, 증상
추세 요약 정보 확인이다. 상세 시나리오는 그림 10 과 같다.

그림 10. 시나리오 2. 증상 정보, 증상 요약

3.

UX 설계
본 연구자은 앱 서비스의 UX 설계를 위해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했다.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방법론 중에서도 페이퍼 프로토타이핑과
프로그램 기반의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다.

1) 페이퍼 프로토타이핑(Paper prototyping)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은 종이를 기반으로 앱, 웹 서비스 등의 UX 설계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은 제작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싸며,
빠른 편집이 가능하고 협력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6]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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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SW 개발자, 기획자로 이뤄진 연구 참여자 3 명이 함께 페이퍼
프로타이핑을

진행했다.

종이를

기반으로

필기구와

포스트잇을

활용해

앱의

와이어프레임(Wireframe)과 인터랙션을 디자인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진은
사용자 리서치에서 도출한 환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림 11.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진행 장면(상)/ 결과물(하)

2) 프로그램 기반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

기반의

프로토타이핑은

정적인

화면

설계만이

가능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용자와 앱 서비스 간의 인터랙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게

7.0(프로토타이핑

한다.

디자인

[16]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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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mind

사용했다.

Prototyper

Justinmind

는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작업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클릭
가능한 동적 프로토타입을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그림 12.)
본

연구진은

앞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도출된

와이어프레임을

기반으로 Justinmind 를 사용해 상세 UX 를 디자인했다. 그리고 1 차 결과물을
토대로 삼성서울병원의 두경부암 전문의, 임상역학 전문가, SW 개발자, UI
디자이너와 함께 공개 평가를 진행, 피드백을 수집하고 UX 를 발전시켰다. 총
3 차례에 거쳐 공개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물은 그림 13 과 같다.

그림 12. 프로토타입 디자인 프로그램(Justin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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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로그램 기반 UX 디자인 결과물

4, 모바일 앱 UX/UI

1) 알림 화면 (기본 화면)

모바일 앱의 기본 화면은 ‘알림 화면’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그림 14.) 환자의 증상 입력 내용과 요약 정보, 앱에서 제공하는 Notification 과
대처정보 등이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앱의 주요
8 개 메뉴는 상단과 하단에 각각 4 개씩 배치했다. 상단의 메뉴는 정보확인과
관련한

메뉴를,

하단의

메뉴는

정보입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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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메뉴를

배열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하단의 영역을 input 의 영역으로, 상단의
영역을 메뉴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멘탈 모델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상단의 메뉴는 텍스트로, 하단의 메뉴는 ‘텍스트+아이콘’으로 디자인했다.
이는 고령 환자들의 메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도입한 개념이다.
앱의 상단 탭에는 1)알림 화면, 2)증상요약, 3)일정 관리, 4)증상 정보, 4 개의
메뉴를 배치했다. 상단 탭 메뉴는 항상 고정돼 있어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있어도 해당 메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네비게이션 바 (Navigation
bar)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 환자를 배려한 부분으로, 사용자의 사용 용이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앱의 하단 메뉴는 1)증상, 2)복용약, 3)증상 사진, 4)메모
4 가지 메뉴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영역이다. 앱의 하단
메뉴는 사용자가 알림 화면에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4. 앱 알림 화면 UX 및 메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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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입력

환자의 증상입력은 알림 화면 하단의 증상 메뉴를 선택해 접근할 수 있다.
증상 입력은 1)실시간 증상과 2)일주일 증상입력, 2 가지로 나뉜다. 사용자가 증상
메뉴를

클릭하면

실시간

증상입력

페이지로

진입한다.

실시간

증상입력

페이지에서는 리스트 형태의 증상이 나열된다. 각각의 증상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증상을 나타내는 사진이 함께 제공돼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디자인은 사용자
리서치에서 Picture cards 인터뷰 시, 환자가 증상과 사진을 함께 봤을 경우
몰입도가 더 높았던 관찰결과를 반영했다. 그리고 증상 사진 우측에는 증상의
정도를 입력하는 사각형 형태의 scale 버튼이 있다. 각각의 단계는 ‘조금 있음’,
‘중간’, ‘심함’, ‘매우 심함’이다. PRO-CTCAE 에서는 scale 에 ‘없음’ 단계가 있으나,
환자가 앱을 사용할 때는 증상이 있을 경우라 판단하고, 실시간 입력에서는
‘없음’을 제외했다. 증상 별 정도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입력이 된다.
일주일 증상입력은 실시간 증상입력 하단의 버튼을 선택해 진입할 수 있다.
하단 배너 형식의 UI 로 사용자가 실시간 증상입력 페이지에 들어올 때마다 메뉴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일주일 증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일련의 질문은 기존에 선정한 두경부암
20 개 증상에 대한 PRO-CTCAE 질문항목 32 개와 일반적 건강 상태 평가를
위한 EQ5D 5 개 질문으로 이루어져있다. 질문은 한 페이지에 하나씩 답하게 되어
있다. 절반의 질문을 답하면 의사 캐릭터가 나와 환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질문을
마쳤을 때도 응원 메시지가 나온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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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실시간 증상 입력(상)/ 일주일 증상입력(하)

3) 증상 요약

증상 요약은 상단 탭의 증상 요약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증상 입력과
유사한 리스트 형태의 UI 를 지니고 있으나 클릭하면 카드 형태로 확장된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입력한 증상 요약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목록 형태에서도 간단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구토 –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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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요약 또한 내부 탭 메뉴를 통해 1)실시간 증상 요약과 2)일주일 증상
요약 페이지로 구분된다. 실시간 증상 요약은 구토, 메스꺼움, 통증의 증상이
일별로

몇

번

기록됐는지

그래프로

요약해

보여준다.

그리고

일주일

증상

요약에서는 20 개 주요 증상이 주별로 severity 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환자가 쉽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을 위해 노력했다. (그림
16.)

그림 16. 일주일 증상 요약(좌)/ 실시간 증상 요약(우)
4) 증상정보

증상정보는 환자의 증상에 관련한 대처, 운동, 식이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다.
증상정보는 상단 탭의 증상 정보 메뉴를 선택해 진입할 수 있다. 증상 정보는
안드로이드의 카드 UI 형태로 제공되며 상단 검색 Bar 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알림 화면에서 제공된 정보,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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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노출된다. 증상정보 카드는 대처, 운동, 식이 등 정보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며 이미지 썸네일(Thumnail)과 함께 제공된다.

5) 일정 관리

일정관리는 상단 탭의 일정관리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일정관리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기존의 캘린더 UI 와 유사한 포멧으로 디자인해 사용자에게 친숙함을
더했다. 방사선, 항암, 진료 일정을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 캐릭터가
알림을 해당일에 알림을 제공한다.

그림 17.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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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용자 테스트

6.

사용자 테스트 목적 및 대상자 선정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프로토타입 앱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테스트는 증상입력 기능만 탑재된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진행한 파일럿 테스트다. 암 환자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환자의 증상 입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본 테스트는 그 의의를 지닌다.
증상입력 기능이 ‘쉽고 정확한 증상입력’ 이라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 충족했는지
유용성, 사용 용이성,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진은 7 명의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User Test)를
실시했다 (4 male, 3 female, average age = 56). 두경부암 환자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모집했으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소속 두경부암 전문의와 협의해 성별, 연령, 암종, 치료 방법 및 기간을 고려해
선정했다.
대상자로는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두경부암 환자를 선정했으며,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중인 18 세 이상 65 세 미만의 환자를 선정했다. 이들 대상자는
모두 항암화학이나 방사선 치료, 혹은 두 개의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대상자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하기의 표 8 과 같다. 모든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으며,
대상자 전원에게 연구참여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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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성별

연령

암종(분류코드 기준)

P1

F

48

C13.0-C13.9

P2

F

60

C06.0

P3

M

65

C13.0-C13.9

P4

M

58

C09.0-C09.9

P5

M

61

C32.0-C32.9

P6

F

47

C30.0

P7

M
53
C09.0-C09.9
표 8. 사용자 테스트 대상자 리스트

2. 연구 진행 절차
사용자 테스트는 1)인터뷰 목적 및 방법 소개, 2)기초 항목 설문 조사,
3)서비스 소개, 4)프로토타입 앱 사용, 5)설문조사 및 질의응답, 5 단계에 걸쳐
60 분동안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IRB 의 승인을 받은 연구참여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상자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진행방법을 설명했다. 이후 기초
조사 항목에 대한 설문이 이어졌다. 설문항목은 평소 스마트폰 및 병원 앱 사용, 암
증상 관련정보 취득 경로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앱 서비스의 컨셉 및 기능별
설명을 진행했다. 설명 시에는 PPT 자료의 슬라이드 쇼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앱의 인터랙션을 구현했다. 이는 대상자에게 앱을 사용할 때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몰입감을 증대하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환자에게 프로토타입 앱을 사용해
자신의 실시간 및 일주일 증상을 입력하는 태스크를 진행했다. 프로토타입 앱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일주일 증상입력, 실시간 증상입력 두 가지 기능을 탑재했다.
태스크 수행 후, 미리 제작한 설문 도구를 활용해 서비스의 유용성, 사용 용이성,
감성 만족도,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그리고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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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과

보완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3. 사용자 테스트 결과 및 토의

설문도구는 HCI 연구자, 임상역학 전문가, 두경부암 전문의간의 협의를 통해
제작됐다. 특히 설문 도구 제작 마지막 단계에서 암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교정하는 language validation 과정을 거쳤다. 설문은 유용성, 사용 용이성, 학습
용이성, 사용의도,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 5 개 범주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설문항목은 리커트 5 점 척도 (5-point Likert scale)에 따라 평가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1) 유용성 (PU, Perceived Usefulness)

테스트 결과, 대상자들은 앱을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PU1, M =
4.29, SE = .29). 특히 PU4 와 PU5 (M = 4.43, SE = .30)의 두 가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대상자들이 앱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이 암
환자의 증상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Measure
PU1
PU2
PU3
PU4
PU5

Items

Mean

SE

이 앱은 전반적으로 유용하다.

4.29

0.29

이 앱은 내가 증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3.86

0.26

이 앱에는 내가 기대했던 모든 기능들이 들어있다

3.86

0.34

이 앱은 여러모로 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4.43

0.30

이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암 치료 중 증상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43

0.30

표 9. 유용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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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용이성 (PEOU, Perceived Ease of Use)

대상자들은 앱이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쉽다고 인식했다 (PEOU1, M = 4.43,
SE = .30). 특히 앱의 버튼을 눌렀을 때 원하는 정보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PEOU3, M = 4.71, SE = .18). 이를 비롯해 앱의
인터랙션과 관련된 항목에서 (PEOU2, 3, 8)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이는 앱의 인터랙션이 쉽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PEOU4, M = 4.57, SE = .20). 이는 최소한의 depth 로 필요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UX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PEOU5 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봤을 때 (M = 3.86, SE = .34), 환자가 앱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Measure
PEOU1
PEOU2
PEOU3
PEOU4
PEOU5
PEOU6
PEOU7
PEOU8

Items

Mean

SE

이 앱은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쉽다

4.43

0.30

앱을 사용할 때, 나는 원하는 메뉴나 페이지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다

4.57

0.30

앱의 버튼을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4.71

0.18

여러 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원하는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

4.57

0.20

이 앱은 설명이 없어도 잘 사용할 수 있다

3.86

0.34

증상을 잘못 입력했을 때 쉽게 수정할 수 있다

4.57

0.20

이 앱은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00

0.44

이 앱은 메뉴가(화면에 보이는 버튼이) 너무 많아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 (reverse)

4.29

0.42

표 10. 사용 용이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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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용이성 (PEOL, Perceived Ease of Learning)/ 사용의도 (IU, Intention
to Use)

대상자들은 학습 용이성과 사용의도에서 4 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앱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PEOL2, M = 4.14, SE = .40). 암 환자의 경우 50 대 이상의
환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앱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자 리서치 단계에서도 고령자 친화 디자인과 직관적인
사용성에 대한 needs 가 있었고, 이 결과는 그러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킨
것이라 보여진다.

Category

Measure

학습 용이성

PEOL1
PEOL2
IU1
IU2

사용의도

Items

Mean

SE

나는 이 앱을 사용하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

4.57

0.20

이 앱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4.14

0.40

나는 앞으로 계속 이 앱을 사용할 것이다

4.14

0.40

나는 다른 환자들에게 이 앱을 추천할 것이다

4.00

0.44

표 11. 사용의도 결과

4) 의사와 커뮤니케이션 (COM, Communication with Doctor)

앱 서비스가 진료 시 증상에 대해 의료진과 대화를 나눌 때 도움이 되리란
항목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COM1, M = 4.71, SE = .18). 이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 설문항목에서 대상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는 ‘의사와 환자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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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Items

Mean

SE

COM1

이 앱은 진료 시 증상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도움이 될 것이다

4.71

0.18

COM2

이 앱이 있어서 의사선생님이 나를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은 느
낌을 받을 것이다

4.57

0.20

이 앱을 통해 의사 선생님이 내 신체 상태를 더 잘 알아 줄 것이다

4.43

0.20

이 앱을 통해 의사 선생님이 내 심리 상태를 더 잘 알아 줄 것이다

4.14

0.26

COM5

이 앱을 사용해 의사 선생님에게 증상을 알려 주기가 더 편해질
것이다

4.57

0.20

COM6

진료 시 이 앱을 사용해 의사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4.57

0.20

앱 사용 후 의사 선생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4.57

0.20

의사 선생님은 앱에 기록된 내 증상을 참고하여 진료할 것이다

4.57

0.20

COM3
COM4

COM7
COM8

표 12. 의사와 커뮤니케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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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암 환자 증상 ePRO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10명의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리서치(User Research)를 진행했으며, 사용자 리서치 방법론 중 Picture
Cards 인터뷰와 병행 프로토타이핑 방법을 활용했다. 리서치를 통해 수집된 질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 과정을 거쳐, 7개 범주의 사용자
요구사항(User Requirements)를 도출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페이퍼, 프로그램 기반 프로토타이핑을 거쳐 UX를 설계하고 이를 앱에 반영했다.
이후 UI 디자인과 개발을 거쳐 완성한 프로토타입 앱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User Test를 진행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사용 용이성, 유용성,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첫째, 사용자
리서치에 기반한 암 환자 중심의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디자인했다. 기존의
연구는 기능 중심적으로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암
환자들이

지닌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서비스에

적용했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이론의 개방코딩 방법론을
활용했다. 2) 둘째,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서비스를 디자인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UX 기획자, 디자이너와 개발자로 구성된 연구진이 삼성서울병원의 암 전문의,
임상역학 전문가, 간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서비스를 디자인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매주 정기 회의를 통해 기획, 디자인, 개발
협의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서비스에 반영했다. 이로써, 의학과 HCI 학문 분야가
융합된 다학제적 연구를 실현했다. 3) PRO-CTCAE라는 국제 표준 암 환자
자가증상보고 도구를 적용해 ePRO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 국내에 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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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나 연구사례는 암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냐는 부분에서 다소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미국 NCI에서 개발한 검증 받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음과 같은 3가지 한계점이 있다. 1) 첫째, 사용자 리서치에
참여한 환자의 수가 적어 충분한 이론적 제안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근거이론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지

못했고,

개방코딩을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범주화만을 실행했다. 2) 둘째, User test에서 테스트 재료로 사용한
앱이 일부 기능만을 탑재한 프로토타입이었다. 이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사용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상자가 앱을 평가할 때 제한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셋째, 장기적 임상실험을 통해 서비스가 지닌 실효성과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 본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해야 했으나 시간과 인력 등의 제약조건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암 환자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다 풍부한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암
환자가 증상 모니터링 서비스 사용에 미치는 요인들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모델화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이너, 개발자와 협력해 기획한 앱의 기능을 모두
구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해 실제 암 환자들 대상으로 장기적인
임상테스트를 거쳐 서비스가 지닌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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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 개방코딩 결과물: 사용자 요구사항
*코멘트 구분(N: Needs, P: Pain points, B: Behavior, C: Comments)
사용자 요구사항
(상위 범주)

인터랙티브
디자인

세부 범주

메신저
인터페이스

피드백 제공

시각 접근성
고령자 친화적
디자인
정보 직관성

증상 보고 패턴

쉽고 정확한
증상입력

정확한 증상입력

간편한 증상입력

중요 코멘트

코멘트
구분

카톡형태가 익숙하고 더 빨리 배울 것 같음

N

친숙한 카톡방식이 대화하는 느낌

C

선택형보다 카톡이 친숙하고 편리함

C

카톡 방식이 자유도가 높아서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음

P

평소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해 익숙함

B

카톡형 앱에 피드백이 더해졌으면 좋겠음
환자가 입력한 증상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카톡버전이 더
나을 것 같음
노안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안보임

N

큰 글자

N

C
P

고대비 화면

I

아이콘 메뉴에 대한 이해도 떨어짐

P

아이콘 네이밍 구체화 (아이콘과 텍스트 조합)

I

증상 추세 그래프의 색상이 이해가지 않음

P

증상 추세 그래프 변화에 따른 코멘트 제공

I

기억에 의존해 아픈 증상을 의사선생님께 보고드림

B

증상 수기 기록 후 의사선생님께 보고한 적 있음

B

스마트폰에 증상을 메모해 의사에게 보고
피부 발진 심할 때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말하는 것을 잊은
적 있음
수술로 말을 못해 간호사에게 부탁해 글로 증상을 쓴 적
있음
증상은 포괄적이라 직접 입력한다는 개념이 어려움

I
P
P
P

증상 입력 단계가 애매함

P

트위터 100자 증상 입력

N

일기처럼 1일 1회 증상 기록

N

눈금(1-10) 스케일에 따라 표정변화 증상

N

점수형태로 증상입력

N

증상 사진찍어서 기록

N

증상을 입력하기에는 선택형, 카톡형태는 일목요연하지 못함

C

선택형이 증상정도가 구체적으로 글자로 써있어 좋음

C

나이 든 사람은 선택형이 더 편할 것 같음

C

글자 선택형이 더 쉬움

C

구토 증세 이모티콘 표현 어려울 듯

P

증상 입력을 도와주는 가이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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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증상
트렌드

증상추세

증상 정보 습득
패턴
맞춤형 대처정보

맞춤 정보 추천

환자 & 환자

의사 & 환자

커뮤니케이션

보호자 & 환자

정서적 지지

일정관리
편의, 안전
응급연락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지 염려됨

P

미국서 체류 시 진료 걱정됨

P

증상 변화 추세 파악

N

환자
증상
좋을
변비

N

증상 히스토리 공유 (병원간, 사용자간)
추이를 알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듯
대처법을 주변 암 환자로부터 조언 받음

C
B

암 관련 정보를 네이버로 검색

B

의학지식 부족, 의사와 면담을 통해서만 지식 습득

P

의학지식이 부족해 증상 설명 한계

P

항암 치료에 대한 증상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P

암환자 증상에 대한 후기를 볼 수 없었음

P

블로그 암정보 신빙성 떨어짐

P

희귀암이라 암 정보 얻기 힘듦

P

식사, 운동 정보 메일링 서비스

N

앱을 통한 맞춤 정보 Notification

I

증상 대처 정보 추천

N

운동 정보 추천

I

처방약별 발현 증상대처 가이드

I

동종 암 환우 커뮤니티 부재

P

환자 커뮤니티 제공 (경험, 완치 수기 등)

N

다른 환자와 비교해 좋은 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했으면

N

다른 환우들과 비교해 증상이 규칙적인지 확인

N

진료시 상담시간 절대적으로 부족

P

증상 기록에 대한 의료진의 코멘트 필요

N

의사가 환자 증상 기록을 확인하는 웹 서비스

I

의사가 나의 증상을 미리 보고 준비 해줄 수 있음

C

증상을 의료진에게 말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

P

내가 경험한 증상을 의사가 정확히 알고 있을 지 걱정

P

환자는 몸이 너무 불편해서 앱을 사용 못할 것 같아 우려

P

Care-giver 모드, 환자 증상 대신 입력, 증상 상황 공유
부모가 걱정할 것을 염려해 보호자에게 아픈 증상을
얘기하지 않음
가족들에게 평소 증상을 말하는 편, 증상 경험 공유

N

탈모로 인한 자신감 상실

P

암 투병으로 인한 우울감

P

P
B

환자의 자신감을 북돋는 메시지 전송

I

"괜찮습니다.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격려 필요

N

진료 일정 관리 목적으로 삼성병원 앱 사용 중

B

보호자(아내)가 삼성병원 앱 사용 중

B

병원 앱 설치했으나 사용 안 함

B

병원이 바빠서 연락이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음

P

환자 담당자에게 응급연락 가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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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r-Centered Design for
Canner Symptoms Monitoring System
Based on User Research and Grounded Theory Method
Beom Taek Jeong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PRO (Patient Reported Outcome) is very important to cancer patients
because cancer symptoms can be accurately assessed without physician's
misinterpretation. It can also offer timely treatment to the patient judging by
the collected PRO data. Recently, computer-based ePRO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studied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existing cancer
symptom monitoring ePRO system is limited in that it is not user-centered
desig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cancer patient symptom
monitoring ePRO system by UCD (user-centered design) approaches. To do
this, we conducted a user research with 10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In
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a picture cards and parallel prototyping
method. Based on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 derived seven categories
of user requirements through open coding of grounding theory. Then we
designed a user experience of the app service by paper and program-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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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ing. After the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the prototype app was
used to perform a user test of 7 patients.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attitude
to usability, ease of use, and communication with doctors.

Keywords:

User-centered

design,

cancer

experience, mHealth, ePRO

53

symptom

monitoring,

user

碩
士
學
位
請
求
論
文

사
용
자
리
서
치
및
근
거
이
론
방
법
론
을
기
반
으
로
-

사
용
자
중
심
의
암
환
자
증
상
모
니
터
링
시
스
템
디
자
인

2
0
1
6

鄭
範
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