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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적용한 암 환자 증상
보고 어플리케이션 GUI 디자인

암은

2000년대

들어

사망원인

1위이다.

의료비용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질환이며, 예방, 진단 뿐만 아니라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질환 중 하나이다. 특히 암은 생존자에 있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관리가 안될 경우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

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평가와

관리가

요구되나

이것을

충족할만한 환자보고 증상 평가 시스템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네트워크 망을 통해 연결되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 기반의 ePRO(ElectronicReported

Outcomes)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국내

모바일

웹사이트

시장은

스마트폰의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의료분야에서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환자의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중 암환자 증상보고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연구를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등을 바탕으로 암 환자
자가증상보고(Patient Reported Outcome, PRO)와 모바일 웹사이트 GUI(Graphic

vii

User Interface)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11개의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사용성과 디자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삼성서울병원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만성질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증상
기록과 보고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Pain Points)과 향후 기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선행분석과 환자인터뷰를 종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UI(User Interface)를 설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의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디자인 하였다. 이어서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 GUI 구성요소인 레이아웃, 메뉴, 색상,
서체, 아이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디자인 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암환자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향후

의료환경에서

환자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기술 중심의 개발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환자자가보고,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GUI, 데이터시각화, 모바일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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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대 들어 사망원인 1위인 암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질병이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 추이는 ‘99년 10만명당 219.9명에서
‘09년 299.4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4%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 진단 및
다양한 암 치료법 개발로 암환자들의 생존기간은 1993-2013년 생존을 기준으로
28.2% 증감하고 있으며 1999-2011년 집계 기준 암 생존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 4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다
[40].
이에 따라 암은 생애 전주기 관리형 질병으로 변모하여 암환자들은 암
진단에서 양성 판정 후 사망 직전까지도 지속적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 동안 삶의 질을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까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리를

해주는

Supportive

care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41].
암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해 요인은 다양하지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 등으로 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장기간 고통 받을 수 있다. 암 치료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치료로 인한 증상관리가 안될 경우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추후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암 치료 중
증상 관리는 부작용의 최소화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치료 결과 향상, 암환자
비용 부담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므로 증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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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42].
현재 암 환자들은 반복적인 항암화학 요법 후 의료진의 돌봄이 없는 가정에서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1], 실제로 전체 암환자의
42.0%가 부족한 통증관리로 고통 받고 있다[2]. 특히 수술을 받는 환자가 아닌
경우 병원 외에서의 생활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부작용 발생 시 실시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부작용 경험 기간 동안 환자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말초신경병증 등 일부 부작용의 경우 적절한 중재 시기를 놓쳐 만성으로
이어져 치료 종료 후 환자의 삶에도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으나 진료 시 환자가
얘기하는 증상을 듣고, 진찰 후 평가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는 환자가 실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3] 기존 임상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암환자 증상 측정과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증상 평가 도구의 도입을 통해 증상 평가를 표준화 하여 상호간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실현이 필요하다.

그림 1. 환자와 의료진의 증상 평가 불일치 (그림 출저 Basch: JNCI, 2009)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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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실시간으로

증상

보고가

가능하면서 의료진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증상에 대한 대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의료진 측면에서 환자의 자가보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ePRO(Electronic-Reported Outcomes)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추후
질병의 악화 시 네트워크 망을 통해 연결되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후속조치 및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43].
ePRO(Electronic-Reported Outcomes)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의 UX /UI
설계를 거쳐 직관적인 모바일 웹사이트를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를 인지하기에 좀 더 많은 편의성을 갖게 금 디자인
되었다. 특히 암 환자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는 고령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한다.
현재 이와 같은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에 대한 사례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
동향과 맞물려 다양하지만, 사용성과 디자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의 선행조사를 통해
GUI 디자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용성 향상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두경부
암환자를 대상으로 유저테스트를 통해 디자인 개선안을 도출하여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논문의 범위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각종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등을 바탕으로 PRO(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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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Outcome)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GUI의 정의,
구성요소와 사용성 그리고 모바일 메신져 서비스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다.
제 3장은 사례조사로 국내외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연구를 조사하고 GUI의 구성요소에 따른 사용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 4장은 사용자 조사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보고 현황을 조사하고 외래 환경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진료과정을
추적 관찰하였다.
제 5장은 사례 조사와 사용자 조사를 바탕으로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의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GUI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제 6장은 사용성 평가로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GUI 디자인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두경부암 환자의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UI 디자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향후 보다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PRO (Patient Reported Outcome)의 개념
환자보고결과, Patient-reported
의료진의

영향이나

해석

없이

outcomes

받아들여지는

(PRO)는 임상의 또는 다른

환자에게서

직접

나온

환자의

건강상태[4]로, 만성질환이나 치료와 관리에서 그 효용성과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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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으며, 특히 징후와 증상의 경우 치료 효과, 예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도 PRO의 활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자
의무화 되고 있다.

2.2 PRO (Patient Reported Outcome)의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아직

PRO의

개념이

심사에서만

기존

PRO도구를

잘

알려져

이용하여

의약품

있지

않으며,

평가용으로

국내의약품허가
이용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임상 평가 변수 중 환자 보고 성과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사용 등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는 없는 상태이다.

2.3 ePRO (Electronic Patient Reported Outcome)의 개념
ePRO란, patient reported outcome을 모바일 디바이스, pc등의 전자식 컴퓨터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ePRO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헬스케어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특별한 감독 및 지도 없이 행해지는 paper 기반의 자가
보고는 환자가 누락된 데이터가 생기거나 중복 체크 등 오 기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상연구자들과 의료진이 환자의 데이터를 코딩 할 때 증상 해석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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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aper 기반의 자가 보고 사례 (Byrom, B)

2.4 모바일 웹사이트(Mobile Website)의 고찰
모바일이란 이동성을 가진 통신기기를 총칭하는 말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외에도
PDA나 태블릿 PC등과 같은 기기들을 포함한다. 모바일 웹사이트란, 화면만 작을
뿐 휴대전화와 무선인터넷에서도 PC와 동일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컨텐츠를 엑세스 할 수 있다 [7]. 모바일이 가지는 이동성과 즉시성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동성은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움직이면서 모바일을 사용하여 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며, 즉시성(Immediacy)이란 기다리는 시간이나 적절한 장소를 찾는 과정
없이 원할 때 바로 답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8].

2.5 모바일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관한 고찰
GUI(Graphic User Interface)는 사전적의미로 사용자와 시스템이라는 두 측면
사이에서 둘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메뉴나 체제 등을
말한다 [9]. 과거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Human Computer Interface)는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 중심과 키보드 중심의 조작 이었다면, GUI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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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그림 형태의 아이콘을 지정하여 화면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하는 방식이다.
GUI 디자인은 복잡한 조작 없이 사용자가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대화방식이다 [10]. 즉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UI 구조에서 그래픽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를
인지하기에 좀 더 많은 편의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GUI 디자인은 20-30대를 주 소비층으로 설정한 나머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고령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자는 시각노화와 촉각감퇴로 인해 사용자의
인지능력에 따라 기기의 인터페이스나 사용성이 달라져야 한다 [11].

2.6 모바일 GUI의 구성요소
모바일 GUI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GUI 구성요소를 분류하였고, 본
연구와 가장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윤여경(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GUI 구성요소를 재구성하였다.

2.6.1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그래픽

지면의

문자,

아이콘,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등의

구성요소를 정보전달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휴대성을 위해 작게 개발 된 모바일 공간의 레이아웃은 화면 크기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배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효과적인 레이아웃 구성은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단시간 내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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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시성이나 인지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레이아웃은 정해진 스마트폰 사이즈 안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9].

2.6.2 메뉴

메뉴는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 특히 모바일 앱의 특성상 제한된 화면의 크기 안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메뉴의 위치와 이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쉽게 터치할 수
있도록 메뉴의 크기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

2.6.3 색

색은

사용자가

인지하는

시각언어이다 [14].

GUI

디자인

요소

중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디자인에서 색은 제일 처음 시선을 끄는 요소가 되므로 앱의

용도에 맞는 색을 선택하고, 한 화면 안에서 색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15]. 모바일 환경의 모체가 되는 웹 인터페이스 환경은 도입기에
검정배경에 흰색 텍스트나, 회색 및 흰색 배경의 검정 텍스트를 사용 했었다. 이는
웹 인터페이스가 허락하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PC 환경 및 모니터의 해상도가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칼라 지원이 가능해졌다 [16]. 하지만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 지나치게
다양한 색을 사용하면 여러 이웃 색의 영향으로 간섭현상이 일어나거나 분위기가
산만해져 사용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컬러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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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서체

전통적인 서체는 읽기 위한 글자보다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미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현대적인 서체는 독자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읽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인 가독성과 서체가 눈에 잘 띄어 시각에 의한 글자
모양의 식별이 뚜렷한지의 정도인 판독성을 핵심을 두고 있다 [7, 9].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사용성을 고려해 가독성이 뛰어나고 정보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서체를 디자인 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 4가지는 타입페이스(Typeface), 글자크기(Letter Size), 자간(Linespace), 행간(Letter -space)이다 [17]. 제시된 4가지 사항 이외에도 J. Ryder는
페이지 혹은 판형(format)의 크기, 여백, 디자인의 일관성 등이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46].

2.6.5 아이콘

아이콘의 사전적 의미는 컴퓨터의 각종 기능이나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콘이란 비교적 작고 단순한 형태의 그림을 이용해서
특정

기능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바일과

같은

작은

화면에서는 텍스트를 대신하여 함축적 이미지로 정보를 나타내고 메뉴의 이동을
결정 짓는 기능적 버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4]. 현재는 심볼과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콘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는
이미지와 문자를 상호 보완시켜줌으로써 정보전달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심볼형은

기능이나

정보를

시각화

한

아이콘으로서

대상의

상징성이나 형태적 특성을 살려 디자인해야 하며, 텍스트의 설명 없이도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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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한다. 텍스트형은 문자로 표현되는 아이콘을 말하며 정보를 이미지로만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을 때 사용된다 [9].

2.6.6 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게 금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헬스 데이터를 쉽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한다. 즉, 데이터시각화는 데이터를 배열하여 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한 형상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8].

2.7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MIM)의 고찰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하여 PC기반의 메신저가 스마트폰
환경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 PC
메신저와는 달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는 휴대가 용이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더욱 더 편리하고 빠르게 문자와 멀티미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5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모바일인터넷이용자의

99.1%가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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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이내

그림 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안민희(2014)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의 장점에 대하여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즉시성, 즉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것과 둘째, 기존의 문자
메시지 환경과 다르게 다자간 그룹대화가 가능하고 셋째, 텍스트 문자와 기존의
제한된

이모티콘만으로

이모티콘으로

가능하게

전달하기
되었고

어려웠던

넷째,

감정을

다양하게

상대의

관심과

대화

시각화
흥미를

표현된
유발시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21].

2.8 모바일 메신저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실재감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대화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
서로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실재감이 높다 [22]. 비대면 상황인
웹 기반의 환경에서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사회적 실재감이 높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이란 J. Short, E. Williams, B.
Christie 등이 1976년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용 할 때 작용하는 심리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시된

개념이다.

이는“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 즉, 어떤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흡사하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실재감이

결여된

환경

하에서는

서로

비인격적으로 느끼고 공유하는 정보의 양 또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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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의료

환경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사회적

실재감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진과의 소통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심리적으로 근접성을 느끼면서 치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유의미한 진료를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교육학 분야에서도 사회적 실재감이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 시 학생과 교사 간의 사회적 실재감이 높을수록
교육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3]. 이는 의료진과 환자간의 사회적
실재감이 높을수록 의료진이 온라인 환경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관심과 수용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2.9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상호작용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는 인스턴트 메신저는 이모티콘,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보전달, 문자표현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대면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2.9.1 이모티콘

이모티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기호, 문자, 숫자 등을 사용하여 만든 그림
문자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expressing emotion), 상대방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strengthen the message),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 위해(expressing humor) 사용된다. 특히 이모티콘은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색과 표정, 애니메이션 등이 결합된 표현이 가능하다.
[24]. 또는 이모티콘은 언어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감정을 극복해주며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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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25, 재인용].
심지은(2006)은 이모티콘의 기능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기계적 이고
단순한 메시지 교류를 부드럽게 해준다. 둘째, 아날로그 메시지를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전달해준다. 셋째, 텍스트 기반의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보완해준다.
넷째, 문자메시지가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다.
다섯째 면대면 상황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텍스트화 된
언어적 표현을 정감 있게 만들어서 당사자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 [26].

2.9.2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인스턴트 메신저는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한다. 여기서의 동시성은 면대
면이나 전화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동시성과는 차이가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23]. 동시성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중요하다. “Ayrgyle과 Dean(1965)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송신자와 수신자들은 상호작용할 때마다 심적
균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송신자들은 대화 도중에도 순간순간 즉각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심적 균형상태를 형성해 나간다.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친밀감을 확인하면서 상호간의 균형을 형성하게 되면 심적 균형상태는
송신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23, 재인용].

2.9.3 정보 전달

인스턴트 메신저 환경에서는 정보전달 기능이 유용하다. 사진이나 파일 전송 기능
및 인터넷 주소 보내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이 하나의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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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사용자들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면서, 함께 그
사진과 정보를 보는 듯한 친근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현재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3].

3.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례조사 및 분석

3.1 조사대상 선정
조사를 위해 선정한 증상보고 모바일 앱은 구글스토어에서 별점 4개 이상을 받은
증상입력을 위한 모바일 앱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GUI 구성 요소 별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갖춘 11개의 모바일 앱을 최종 선정 하였다. 또한 최근에 연구된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GUI와 실버세대를 고려한 스마트폰 GUI 구성요소를 분석한
두 가지 연구를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
11개의 암환자 증상보고 앱 분석은 메인과 서브페이지를 중심으로 레이아웃, 메뉴,
컬러, 아이콘, 타이포그래피, 데이터시각화 등 총 6가지 GUI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분석 방법은 윤여경(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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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WebMD
구분

이미지

분석
첫 화면의 전면에 메인 메뉴를 제공하여 메뉴 접근성을
높였다. 서브 화면에서는 페이지의 기능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학습을 요하는 단점이 있으며 메인 메뉴

레이아웃

로 돌아가는 경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총 7개의 메인 메뉴가 첫 화면에 위치해 있다. 다소 많은
개수 이지만 서체와 심볼이 결합되어 있어 메뉴가 의미
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브 화면에는 상
단에 3개, 내용면에 6개, 하단에 3개의 메뉴가 있다. 하

메뉴

단에 배치된 3개의 메뉴는 이전 또는 다음 화면으로 넘
어가는 버튼이며 상단 3개의 메뉴는 공유, 저장, 설정을
위한 버튼이다.
파란색 계열의 색상이 주색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컨텐
츠 이외에 배경에는 색상을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전
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지만 단조로운 색상
색상

배열로 인해 자칫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메인 메뉴의 아이콘은 플랫(FLAT) 형태의 아이콘과 입
체적인 형태의 아이콘이 혼재되어 있어 디자인적 일관성
이 떨어진다. 특히 상단의 3가지 아이콘은 형태가 지나치

아이콘

게 추상적이므로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
해하기 어렵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고 가독성이 높은 산세리프체
를 사용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서체의 크기가 작고, 명도가
서체

낮으며 자간이 좁아서 시력이 감퇴하는 고령환자가 읽기
에는 가독성이 떨어진다.

데이터
시각화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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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Ovarian Cancer Symptoms Diary
구분

이미지

분석
단조로운 가로형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
으로 텍스트가 많아 시선이 분산되고 내용 영역과 메뉴

레이아웃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진다.

총 3개의 메인 메뉴가 상단에 위치해 있다. 아이콘의 시
각적 표현은 적당하지만 메뉴의 명도가 낮아 가시성이
메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초록색과 핑크색 계열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
히 핑크색은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색상으로 사
색상

용되고 있는데 증상 정도에 따른 색상의 구분이 없어 직
관적인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
메인 메뉴의 아이콘은 플랫(FLAT)한 형태의 디자인이며
서체 메뉴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있다. 다만 SUMMARY

아이콘

메뉴의 아이콘은 그래프 형태의 시각화 정보를 기대하게
하지만 본 앱에서는 텍스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어 아
이콘이 전달하는 의미와 상충하지 않는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어 가독성이 높은 산세리프체
를 사용하였으나 서체의 사이즈 및 두께의 강약이 없고

서체

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증상의 정도를 숫자와 색상으로 표현했다. 증상의 심각도
에 따른 색상의 변화가 있어 증상의 추이를 직관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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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anage my Pain Lite
구분

이미지

분석
전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많아 산만하다. 서체
와 메뉴의 위치가 일관성 없이 배열되어 있으며, 메뉴 영

레이아웃

역과 내용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이콘과 버
튼의 가시성이 떨어지므로 사용성에 많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첫 페이지 상단에 1개의 메뉴, 하단에 2개의 메뉴가 위
치해 있으며 서브 화면에 다수의 증상입력 용 메뉴가 있

메뉴

다. 서브 화면의 메뉴 질문이 작고 행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
히 증상의 정도가 호전될수록 노란색, 악화될수록 빨간색

색상

계열을 사용한 것은 증상의 심각도와 호전도를 직관적으
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이콘은 플랫(FLAT)한 형태의 라인 일러스트 아이콘으

아이콘

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가 지나치게 추
상적이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여 가
독성을 높였다. 서체의 색상과 자간은 적절하게 사용되었

서체

으며, 정보의 위계에 따른 서체의 크기와 굵기도 효과적
으로 조절 되었다.

그래프의 형태가 복잡하고 많은 라인이 겹쳐있으며 그래
프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부재하여 시력과 인지력이 감
데이터
시각화

퇴하는 고령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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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Canceraid
구분

이미지

분석
메인 메뉴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서브화면의 내용 영역
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할애하여 내용에 집중하기 좋다.
상단 영역에는 페이지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으며 하단

레이아웃

영역에는 페이지의 전후로 이동 가능한 버튼이 있다.

총 6개의 메인 메뉴가 첫 화면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사
용자가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로 접근할 수 있다. 서체
메뉴의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어 메뉴의 직관

메뉴

적 이해가 가능하다.

회색과 빨간색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회색이 전반적
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회색 배경 위의

색상

유채색들은 가시성이 높아 정보전달력이 뛰어나다.
아이콘은 입체적인 일러스트레이션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의미전달이 직관적이지만, 디자인의 색상과 질감은

아이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여 가
독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정보의 위계에 따른 텍스트의
서체

데이터
시각화

색상과 강약의 조절이 부족해 가독성이 떨어진다.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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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iCancerhealth
구분

이미지

분석
첫 화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앱을 통해 입력한 증상, 약물
등의 결과를 메시지 형태로 알려주고 있으며, 서브화면은
증상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루

레이아웃

어져 있다. 3D 아바타를 활용하여 증상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총 3개의 메인 메뉴와 12개의 서브 메뉴가 배치되어 있
다. 메인 화면의 메시지 박스는 배경과 색상 대비가 명확
하여 가시성이 뛰어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메시지를 전
메뉴

달 받는다는 친근한 느낌이 부족하다. 서브화면에서는 내
용과 하단 영역의 모든 서체 메뉴에 아이콘이 혼합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혼란스럽다.
주황색, 보라색, 검정색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보라
색은 주로 아이콘과 하단메뉴를 강조하고 있는데, 몸이

색상

불편한 환자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배려한 색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이콘은 플랫(FLAT)한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다. 아이

아이콘

콘의 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다소 추상적이며 색상이 의
미하는 바가 실제 사물이 가진 특성과 괴리감이 크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여 가
독성을 높였다. 정보의 위계에 따른 텍스트의 색상과 크

서체

기의 강약 조절은 적절하나 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
진다. 메시지 박스에 사용된 서체는 의료진으로부터 메시
지를 전달받는 듯한 친근한 느낌이 부족하다.
가로형 막대그래프로 디자인 되었으며 날짜, 증상 별 추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에 적절하다.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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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Symptom Tracker
구분

이미지

분석
첫 화면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낭비되고 있는 여백이 많으며 메뉴의 위계에 따른 레이
아웃이 명확하지 않다. 서브화면에서는 첫 화면으로 돌아

레이아웃

가는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레이
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가 지루할 수 있다.

총 5개의 메인 메뉴와 7개의 서브 메뉴로 구성되어 있
다. 5개의 메인 메뉴는 서체와 일러스트레이션이 혼합되
어 있어 가시성이 뛰어나고 메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

메뉴

하기 적절하며 서브메뉴는 메인 메뉴와 다르게 아이콘을
제외한 서체 기반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보라색과 검정색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색
의 사용이 몸이 불편한 환자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배

색상

려한 색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아이콘은 둥근 입체 형태이며 일러스트 심볼이 삽입되어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식의 일관성이 없으며 직
아이콘

관적이지 않다. 또한 저장과 취소 버튼의 디자인이 투박
하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어 가독성이 높은 산세리프체
를 사용하였지만 서체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고 정보의

서체

데이터
시각화

위계에 따른 서체의 크기, 두께, 색상의 조절이 부족하다.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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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Healthlog
구분

이미지

분석
화면의 상단, 내용, 하단 영역의 기능과 색상 구분이 명
확하여 사용이 편리하다.

레이아웃

총 9개의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의 지속기간
과 정도를 입력하는 UI 기능이 편리하게 디자인 되었다.
메뉴

메뉴의 서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색상

증상의 정도를 구분하는데 사용된 붉은 계열의 색상은
증상의 심각도와 호전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아이콘의 형태는 라인 일러스트 이며,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성에 혼

아이콘

란을 줄 수 있다.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숫자와
색상으로 디자인된 원형 아이콘은 증상 추이를 기록하기
에 적절하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여 가
독성을 높였다. 입력 메뉴에 사용된 서체는 크기가 작고
명도가 낮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증상 요약 정보의 서체

서체

는 증상, 강도 별 색상, 크기의 변화가 없어 정보를 직관
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프는 한눈에 증상의 추이를 쉽고 빠르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선형 그래프로 디자인 되었으며, 증상의 심각도가
데이터
시각화

증가할수록 색상의 변화로 직관성을 더했다. 그래프 결과
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행동지침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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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Simple Symptom Diary
구분

이미지

분석
레이아웃이 간결하여 메뉴와 내용 접근성이 뛰어나다.

레이아웃

하단에 3개의 증상입력 메뉴와 상단에 4개의 증상요약
및 확인 메뉴가 있다. 메뉴의 사이즈가 작아 가시성이 떨
메뉴

어지는 편이며,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차이가 적어 서
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파란색 계열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별 증상의

색상

빈도 수에 따른 색상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아이콘은 플랫(FLAT)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메인 아이

아이콘

콘의 형태가 추상적이고 서체명이 혼합되어 있지 않아
메뉴가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어 가독성이 높은 산세리프체
를 사용하였으나, 서체색과 배경색의 명도차이가 적고 서

서체

체의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증상의 횟수에 따른 막대의 칸이 차오름을 순차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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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바빌론 암PHR
구분

이미지

분석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의 영역과 디자인이 확실히 구분
되어 있으므로 메뉴 접근성이 뛰어나다. 전반적인 레이아

레이아웃

웃은 공간이 넓어 가시성이 뛰어나고 클릭이 용이한 카
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총 4개의 메인 메뉴가 첫 화면에, 4개의 서브 고정 메뉴
가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메뉴의 크기, 색상, 표현 방식
메뉴

이 각각 달라 가시성이 뛰어나다. 특히 증상 입력 메뉴는
증상을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로 표현하여 직관적이며
실제 증상 사진보다 시각적 거부감이 적다.
파란색 계열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배경색과 전경색

색상

의 명도대비가 확실해 내용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메인 메뉴와 하단 메뉴의 아이콘은 플랫(FLAT)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아이콘의 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직관적이

아이콘

고 이해가 쉽다. 특히 증상 아이콘은 라이프스타일 일러
스트레이션이 삽입되어 있어 직관적이고 재미있다.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여 가
독성이 높다. 메뉴 별 서체의 색상과 크기가 다양해 가시

서체

성이 높다.

하나의 그래프에 다소 많은 선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각
각의 선에 대한 해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래프를 직
데이터
시각화

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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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Symptom Checker
구분

이미지

분석
메인 메뉴를 첫 화면의 전면에 배치하여 메뉴 접근성을
높였다. 서브화면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디자인 되어 사
용자가 증상을 입력하기 편리하고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

레이아웃

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총 7개의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뉴가 지칭하는
의미를 보충해 주는 아이콘이 존재하지 않아 메뉴를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메뉴

짙은 녹색, 회색, 주황색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전반
적으로 색의 분위기가 탁하고 우울한 점은 몸이 불편한

색상

환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이콘

없음

없음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여 가
독성이 높다. 정보의 위계에 따른 서체의 색상과 크기 조
절은 적절하나 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서체

데이터
시각화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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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Self-Care during Cancer
구분

이미지

분석
메인 메뉴를 첫 화면의 전면에 배치하여 메뉴 접근성을
높였다. 서브 화면에서는 터치 막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
여 증상의 정도를 편리하게 입력 하게 금 디자인 되었다.

레이아웃

터치 막대의 영역이 좁아 터치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총 4개의 메인 메뉴와 28개의 증상입력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 입력 메뉴의 경우 메뉴 수가 많아 화면 하단
으로 스크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메뉴

많은 수의 메뉴를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기능이 부재하다.
옅은 보라색과 회색이 주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회색은
안정되고 정돈 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지만 보라색이 전
달하는 시각적 의도가 불분명하다. 증상 정도에 따라 터

색상

치 막대의 색상 변화나 피드백이 없어 정보 전달력이 부
족하다.
아이콘은 플랫(FLAT)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아이콘의
형태가 직관적이지 않다.

아이콘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여 가
독성이 높다. 내용의 위계에 따른 서체의 색상과 크기 조
절은 적절하나 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서체

증상의 정도 차이에 따른 서체의 색상이나 강약 조절이
부족하여 직관적인 정보전달이 떨어진다.
데이터
시각화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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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자용 & 실버 세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GUI 선행연구 조사
Noh(2015)의 연구를 보면 의료용 GUI디자인이 체계적인 연구를 근거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GUI 구성요소인 레이아웃, 텍스트, 색상,
아이콘, 이미지, 메뉴의 선호도를 불안심리대상자를 통해 조사하여 추출된 요소를
한 화면으로 구성했다. 대부분의 GUI 구성요소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근거하여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48].

구분

구성요소

분석
레이아웃의 사용을 묻는 질문으로 편안함을 주는 레이아

레이아웃

웃을 물었으며 1번의 상측형을 선호했다.

신뢰감이 더 느껴지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으로 1번의 실
이미지

제 사진을 가장 선호했다.
색상에 대해 편안, 안정, 불안, 고통 이라는 단어를 생각

색상

했을 때 떠오르는 색상을 물었으며 초록, 남색, 빨간, 빨
간색을 떠올렸다.
아이콘의 사용을 묻는 질문으로 케어 클리닉 이란 단어

아이콘

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를 물었으며
2번의 인지적 아이콘을 선호했다.
서체는 조형적인 역할을 묻는 질문으로 정보전달에 효과
적인 서체를 물었으며 1번을 선호했다. 기능적인 역할을

서체

묻는 질문으로 편안함을 주는 표현을 물었으며 친근한
어투의 구어체와 설명적인 내용을 갖춘 2번을 선호했다.

표 1. 불안심리자 대상 GUI 구성요소 선호도 조사 결과(Noh, 2015)

본 연구에서는 GUI 구성요소에 대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전에 모바일
UX 이론을 근거로 GUI 구성요소를 디자인 한 후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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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별 이해도, 유용성,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다. 레이아웃의 경우 엄지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메인 메뉴 위치를 Rachel Hinman(2012)의 모바일
UX 이론에 근거하여 하측형으로 디자인하고 색상은 진승관(2013), 이현진(2008),
김정희(2010), 김선현(2013)의 연구에서 입증된 푸른 하늘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랑색, 숲을 연상시키며 생명과 자연의 싱그러움을 연상시키는 초록색을 힐링
색채로 제공하였다. 서체는 오숙현(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 질수록 고딕체가 명조체 보다 월등히 가독성이 뛰어나므로 [50]
비교적 작은 서체를 제공하는 모바일 환경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비권위적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을 위해 의사의 실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본 연구와 비슷한
접근 방식이지만, 상황에 맞는 의료진의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실재감 있는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Noh(2015)의 연구는 사용성 평가가 단기성에 그치는 실험상황에 국한 되어
있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임상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증상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본 연구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GUI 사용성을 평가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48].
Jeon(2015)가 제안하는 논문은 우리나라 80%가 스마트폰을 필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각적, 청각적, 물리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버 세대가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하기에는

GUI가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GUI 구성요소 중 글자, 아이콘, 색상연구를 통해 사용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도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49],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실버 세대가
겪는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어려움 중 시각적 인지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실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검증된 사항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시각적 인지 이외에도 실버 세대가 겪을 수 있는 인지, 심리와 같은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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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에 대비하지 못했다.
구분

구성요소

분석
서체의 배경색, 크기, 서체에 따른 가독성에 대한 질문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경색은 검정색, 회색, 흰색으로 조
사해본 결과 검정배경의 흰색 글자가 가독성이 가장 좋
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독성이 가장 좋은 서체는 돋움, 굴림. 궁서 서체로 조
서체

사해본 결과 돋음과 굴림 서체로 조사 되었다.

선택된 배경색에 따른 글자의 크기는 40-90pt로 조사해
본 결과 70pt 와 76pt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선호하는 아이콘 타입은 B_type으로 조사되었다. A타입
은 픽토그램 아이콘의 형태를 최소화 하여 심플하게 표
현 하였고, B타입은 A타입과 같은 아이콘에 사격형태의
배경을 적용하였으며, C타입은 사각형태의 아이콘이고 음
영의 표현과 요소를 디테일하게 묘사하여 2D 아이콘보다
입체감 있는 아이콘이다.
아이콘
아이콘의 레이아웃을 3X3, 3X4, 3X5로 조사해본 결과
3X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콘의 배경색을 검정배경, 회색배경, 흰색배경으로 조
사해 본 결과 검정배경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
었다.

표 2. 실버세대 대상 모바일 GUI 구성요소 선호도 조사 결과(Je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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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선행조사를 통해 분석한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 개선방안
선행조사를 통해 선정한 11개의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와 2가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고령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GUI
구성요소(레이아웃, 메뉴, 서체, 아이콘, 색상, 데이터시각화)를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입력 행위만 있을 뿐, 입력 후 주어지는
행동지침과 같은 피드백이나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은
선행조사를 통해 도출한 GUI 구성요소 별 개선 방안이다.

3.4.1 레이아웃

전반적으로 메뉴 영역과 컨텐츠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성에 혼란이
많았다. 특히 메인 메뉴가 눈에 띄지 않아 메뉴를 찾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메뉴의 기능을 암시하는 설명이나 이모티콘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학습을 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초기 화면(Landing Page)은 서비스의 전체
개념을 한눈에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메뉴로 단시간 내 접근 가능하도록
메뉴의 가시성이나 인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4].

3.4.2 메뉴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앱 사이트는 각 신체 별, 증상 별 빈도, 시기, 정도,
지속기간 등 입력해야 할 메뉴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스크롤을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의 단계(Depth)를 거쳐서 신속하게 입력 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수의 증상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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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포기하지 않고 증상을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4. 날짜와 시간 입력을 편리하게 하는 피커(Picker) 인터페이스 예시

3.4.3 아이콘

아이콘은 너무 복잡한 표현이나 너무 단순화시킨 형태보다는 누구나가 별다른 학습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8]. 아이콘의
크기는 시력 감퇴를 겪는 고령환자가 쉽게 인지하고 터치가 용이하도록 크기와
모양 그리고 색상이 디자인 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작은 아이콘으로
인해 터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3.4.4 색상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배려하고 메뉴의 인지 향상을 위한 색상 선정이 필요하다.
즉,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 각각의 컬러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색상은 특정 콘텐츠를 강조하기도 하고 메뉴를 눈에
띄게 구분시키기도 하며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Hiatt(1987)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고령자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2-3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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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이룰 때 컨텐츠를 올바르게 인식할 만큼 시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45].
하지만 많은 선행 연구들이 색상 대비가 주는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색상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환자가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3.4.5 서체

서체는

컨텐츠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가독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서체는 크기가 작았으며 콘텐츠 위계 별 크기, 굵기 및
색상의 차이나, 행간 및 자간 조절에 미흡함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는 작은 화면 속에 많은 양의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크기,
굵기, 색상, 행간, 자간의 구분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해야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3.4.6 데이터시각화

환자가 입력한 증상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래프나 텍스트 기반의 정보는 사용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증상
요약 정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은 증상 입력 시 본인의 증상이 치료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호전 또는 악화 되었는지 한눈에 비교 파악 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그래프 형태로 필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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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중심의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 설계
4.1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란 디자인 전 과정에 사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고

사용자로

인해

생기는

제약을

적용하는

디자인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단계별로 사용자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는 디자인
방향 중 하나이다 [7].

4.2 사용자 조사를 통한 환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기 앞서 삼성서울 병원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만성질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증상 기록 및 보고
상황에서

느끼는

문제점(Pain

Points),

향후

기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Needs)을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연구 방법론 중 그림카드(Picture Card)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그림 5. Picture Card 인터뷰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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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자의 주요 문제점(Pain Points) 및 요구사항(Needs)
인터뷰 결과 현재 증상 기록 보고 상황에서 느끼는 Pain Points를 도출했다.

4.3.1 정확한 증상 기록 및 보고가 어려움

현재 암 환자의 경우 정확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을 기록하지 않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진료 시 자신의 증상 빈도와 정도 그리고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보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환자가 일상 생활 속에서
증상을 기록하고 또한 의료진에게 효율적으로 보고, 공유하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4.3.2 방사능 및 항암 치료, 증상 대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

병원에서 배포하는 교육용 책자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나
접근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증상 대처 정보 앱이 있으나
사용성이 떨어진다. 정확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림 6. 모바일 웹사이트의 메뉴 구성을 위한 Card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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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모바일 웹사이트 UI 인터페이스 설계 방향
4.4.1 메신저 형태의 증상 기록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친숙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 형태의 증상 기록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해 환자의 편리한 증상 기록을 유도한다.

4.4.2 고령 친화적 디자인 제공

고령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4.4.3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증상 추이 파악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환자가 입력한 증상에 대한 일목요연한 요악 리포트를
제공하여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가 증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4.4.4 방사능 및 치료정보 제공

병원 내에서 입증된 환자 맞춤형 증상 및 치료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4.4.5 의료진 전용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34

환자의 증상 정보를 제공하는 진료 전용 웹 서비스를 구현하여 진료 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7. 암환자 증상보고 용 모바일 웹사이트 UI 전체구조

5. 모바일 웹사이트 GUI 디자인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암환자 증상보고 앱의 디자인 컨셉은 모바일 메신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고령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특징을
고려한 고령친화적 디자인,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증상보고 앱 서비스의
GUI 구성요소의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디자인 매체는 환자의 증상 입력용
모바일 앱, 의료진의 증상 확인용 웹사이트, 환자의 앱 사용가이드 브로슈어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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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이다.

5.1 모바일 메신저의 상호작용을 적용한 GUI
모바일 메신저의 상효작용이 환자의 증상보고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유는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증상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송수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모티콘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사진이나 파일 전송과 같은 정보공유
기능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의 상호작용은 의료진과의 소통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심리적으로 근접성을 느끼면서 서로 대면하고 있으며,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회적 실재감을 경험함으로써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유의미한 진료를 경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5.1.1 대화화면

대화 화면에서는 환자의 담당 의료진이 대화창을 통해 환자의 안부와 근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환자에게 약 복용, 증상입력, 진료일정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환자가 지시를 잘 이행하면 이모티콘을 전송하여 칭찬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환자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흡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료진과의
정서적인 친밀감은 물론이고 의료진의 지속적인 알림을 통해 증상 입력을 빼먹지
않고 이행 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각종 알림 메시지는 담당 의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니며 서버에서 정해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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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비록 의료진과 실제로 대화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만 같은 실재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증상을 입력할 시 데이터가
서버를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되어 미리 진료에 참고 할 수 있다.

그림 8.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 대화화면

5.1.2 이모티콘

이모티콘은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제스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여 서로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알림 메시지와 증상정보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의사소통 시 이모티콘이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Merabian(1972)은 정보전달의 효과에 있어서
제스처나 손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로 매우 높다고
하였으며,

언어학자인

Birdwhistell(1952,

1970)과

Burgoon,

Buller와

Woodall(1989), Ferraro(2006)는 의사소통 시 정보전달의 60-70%가 비언어적
요소에 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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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표정,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는데, 비언어적 요소는
의미전달의 정확도가 60% 이상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30, 재인용]. 예를
들어 의료진이 환자에게 증상보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전달할 때 수신자는
송신자의 제스쳐나 손짓, 얼굴표정을 보고 메시지의 심각도와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 된 이모티콘 디자인은 의료진을 닮은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의료진의 실제 얼굴 사진을 합성한 캐릭터, 의료진의 실제 사진을 이용한
이모티콘 등 총 3가지 이다.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흔히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에서 경험했던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형태의 이모티콘 보다는 실제 의료진의 이미지를 이용해 디자인된 실사 이모티콘이
훨씬 친숙하게 느껴지고, 앱 사용시 의료진과 실제 대화하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환자들이

의료진과

일상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증상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정보
전달자의 신뢰성과 실재감 있는 모습에 주안점을 둔 선택이다.

그림 9. 왼쪽부터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얼굴 합성 캐릭터, 실사 이미지

환자분들의

이모티콘

선호도를

참고하여

의료진의

실제

사진을

이용한

이모티콘을 디자인 했다. 환자를 칭찬하고, 송수신에 여부를 전달하고, 증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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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위한 제스쳐와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사진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제스처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면 이모티콘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림 10. 의료진의 실사 이미지와 메시지를 조합한 이모티콘

그림 11. 의료진 실사 이모티콘을 반영한 알림화면

향후 연구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본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환자용 이모티콘을 제공한다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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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쌍방향 정보 공유

암환자 증상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속한 정보의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모바일
메신저 환경에서는 증상 발생시 쉽고 빠르게 증상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피부발진이 발생 했을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대화창에 즉시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 서버를 통해 피부발진 증상
관리를 위한 대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쌍방향 정보 공유가 용이하다. 사전
인터뷰에 따르면, 환자가 주로 증상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는 포털 사이트이지만
정보의 신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는 환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담당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황에 맞는 증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믿고 습득 할 수 있다.

그림 12. 증상 사진 입력(왼쪽), 증상 질문 입력(오른쪽)

5.1.4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두경부암 외래 환자들은 치료 후 다시 병원에 방문하기까지 적게는 1주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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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을 병원 밖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의료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 증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 방문 하기 전까지는
의료진에게 직접 물어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메신저 환경에서는 치료 후 병원에 재방문 하기 전까지 궁금한 사항을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답장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특히 메신저 환경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증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질문 입력이 용이한
서비스이다.

그림 13. 환자 질문용 앱(왼쪽), 의사 응답용 웹사이트(오른쪽)

5.1.5 사회적 실재감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간의 사회적 실재감이란, 앱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환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얼마나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한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는 느낌을 받는 지를 의미한다. 환자와 의료진간의
사회적 실재감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의 횟수 보다는 의료진의 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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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노출하는 소통의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현주(2004)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내용이 보다 사적이고 일상적일 경우
상대방을 보다 친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대화 방식에 있어서도 비언어적
단서의 대체 수단인 이모티콘이나 다양한 수식을 사용할 경우 개인의 감정이 더욱
잘 전달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3].
실제로 스티븐과 아르곤(Steven & Argon, 2003)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전략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름 부르기, 인간적인
측면 드러내기,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의견차를 인정하기 등을 요인으로
추가하여 연구한 사례도 있다 [31,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이 진료와 관련 된 소통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날의 안부를 물어보는 등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 의료진에게
심리적인 근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

그림 14. 의료진이 제공하는 일상적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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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령 친화적 GUI

모바일 GUI 디자인의 특징은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을 작게 개발한다는
점으로 작은 크기의 제품에 구현요소를 모두 표현해야 하므로 조작은 복잡해지고
사용법은 어려워지기 쉽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최근에 모바일 폰의 GUI 디자인은 20-30대를 주 소비층으로 설정한 나머지
실버 세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실버 세대인
경우 시각노화와 촉각감퇴로 인해 사용자의 인지과정과 지각의 특성이 사용자에
따라 기기의 인터페이스나 사용성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32]. 고령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면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시니어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앱 콘텐츠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앱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성이 편리해야
하며,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직관성이 뛰어나게 디자인 해야한다 [33].

5.2.1 신체적 특성

인간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 중 눈이 가정
먼저 노화가 시작되면서 컴퓨터의 화면, 독서, 휴대폰 이용,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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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원형 아이콘 적용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아이콘은 원형으로 디자인 되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아이콘의
사이즈보다 크게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가시성이 높고 터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2-3배 이상의 대비를 이루도록 색상을 배열하여 메뉴와
콘텐츠 영역의 구분이 확실하고 서체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5.2.2 심리적 특성

노인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인데,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외부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두려는 성향이 짙다. 노년기에
고집이 세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도 익숙하지
않아 융통성이 적고 경직돼 보인다 [35]. GUI 디자인을 할 때에는 고령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친근하고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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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다음은 고령자를 배려한 앱 사용 가이드북과 디자인 컨셉이다.

그림 16. 암환자 증상보고 어플리케이션 사용가이드 북

5.2.2.1 암환자 증상보고 어플리케이션 사용가이드 북

고령 환자분들도 어려움 없이 앱을 사용 하실 수 있도록 사용 가이드북 (그림.
16)을 제공한다. 가이드 북은 앱의 쉬운 사용법뿐만 아니라 앱을 사용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5.2.2.2 3 계층(Depth) 이하의 정보구조

모든 메뉴는 3 계층 (Depth) 이하의 정보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이 간편하다.

그림 17. 3계층(3Depth) 사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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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사이버 캐릭터 가이드

앱 서비스 속 의료진 캐릭터는 각 화면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관리 화면에서는 오늘의 진료 항목과 진료 일정에 대해
대화하듯 소개 하고 있다(그림 18). 일주일 증상 입력 시 증상 정도에 따른
심각성을 제스처와 표정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37개의 질문을 모두 답변하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모두 완료 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와 질문에 모두 답변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9).

그림 18. 진료 항목과 진료 일정 알림 화면

그림 19. 일주일 증상 입력에 따른 의료진 캐릭터의 반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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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신(2001)의
사이버캐릭터

연구에서는

인터렉션의

고령자의

중요성을

온라인
강조한

매체
연구가

사용성
있다.

향상을

위해

사이버캐릭터는

인터렉션을 행하고, 고령자가 좀 더 편하게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communication형
사이버공간에서는 캐릭터의 도우미적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외
여행지를 탐색할 때 여행시 필요한 구급약품이나 각종정보들을 알아서 알려주거나,
개인 여행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스케줄에 따른 해야 할 일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개인비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5]. 이처럼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GUI 디자인을 할 때는 사이버 캐릭터를 활용한
도우미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5.2.3 인지적 특성

노인의 인지능력의 저하는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늦어지고. 특히
이해력과 기억력의 저하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4].

그림 20. 증상척도 별 FPRS: 왼쪽부터 텍스트, 스마일, 일러스트레이션, 실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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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증상척도 별 FPRS: 의료진캐릭터

5.2.3.1 증상 척도 입력과 FPRS (Faces Pain Rating Scale)

본 연구의 일주일 증상 척도는 전혀 없음, 조금 있음, 중간, 심함, 매우 심함 등 총
5단계 이며 척도 별 언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Wong D, Baker C의 FPRS (Faces
Pain Rating Scale)을 사용하였다. FPRS는 언어의 이해와 소통이 다소 부족한
소아나 노년층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FPRS의 디자인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스마일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실제사진, 의료진캐릭터를 사용하여 척도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을 조사하였고 그 중 스마일캐릭터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스마일 캐릭터에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표정과 색상에 변화를 주어
증상 척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림 22. Wong-Baker의 FPRS(Faces Pain Rating Scale)

48

5.3 GUI 구성요소 제안

선행조사를 통해 분석한 증상보고 어플리케이션 11개의 GUI 구성요소(레이아웃,
메뉴, 색상, 서체, 아이콘, 데이터시각화)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디자인 하였다.

그림 23. 왼쪽부터 알림화면, 실시간 증상입력 화면, 일주일 증상입력 화면

5.3.1 레이아웃

사용자가 가장 처음 접하는 알림 화면 에서는 상단과 하단 영역을 이용하여 총
8개의

메뉴를

삽입하였다.

전반적으로

영역별

색상대비를

명확히

적용하여

컨텐츠의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대화박스의 레이아웃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들이 경험해온 레이아웃과 많이 차별화 되어있다. 사용자가
수신하는 메시지의 유형(예: 증상정보, 진료일정, 복용약, 증상입력)을 파악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화면은 최대한
스크롤을 피하도록 제작되었고, 기능 접근 단계는 3단계(Depth)를 넘지 않도록
디자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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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알림화면(왼쪽), 대화박스 레이아웃(오른쪽)

5.3.2 메뉴

본 서비스는 숨김 메뉴 없이 모든 메뉴가 노출되어 있으며, 상단 4개의 메뉴는
모든 화면에 고정되어있다.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하단의 4가지 메뉴는
아이콘을 추가하여 메뉴의 직관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증상’

메뉴는

강조색을

적용하여

주목성을

높였다.

메인

메뉴의

위치는

모바일을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가장 잘 닿을 수 있는 하단 영역을 선정하였다
[29]. 각 화면의 상단에는 화면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메시지가
의료진 캐릭터와 함께 제공된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과 페이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와 기능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그림 25. 이광훈. "사용자 경험을 창조하는 모바일 UX/UI 가이드북”, p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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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색상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자인의 컬러 특성을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주목도에
기초하여 파랑(R68, G114, B200), 초록(R66, 170, B178), 주황(R255, G94,
B82)으로 선정하였다. 환자를 대상으로 디자인하는 서비스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가치도 요구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앱 서비스의 디자인에도 인간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 다음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힐링 색체에 대한 연구
분석 내용이다.

5.3.3.1 힐링 색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색과 함께 살아간다.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색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36]. 사용자에게 색을
제공할 때는 좋은 색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색이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37].
본 연구에서는 몸이 불편한 환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 치유와 안정, 힐링을
위한 색채 연구를 진행했다. 힐링(HEALING)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말하며, 이때 치유는 심리적 안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힐링의 색채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두뇌의 편안함과 긴장을 이완시키는 색채이다
[16]. 사전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힐링을 위한 색채는 파랑색과 초록색이다.
진승관(2013)의 연구에서는 초록색은 숲을 연상시키며 생명과 자연의 싱그러움과
평화로운 이미지로 안정감을 주며 파랑색은 푸른 하늘과 바다를 연상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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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현진(2008)의

연구에서는

파랑은 푸른

하늘과

두뇌의

평안과 긴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초록색은 대자연 속의 싱그러운 초록나무가 인간의
원초적인 힐링 색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36].
김정희(2010)의 연구에서는 특히 파랑은 정신병원에서 자주 사용 될 만큼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데 발광하는 환자를 파란방으로 데리고 갔더니 즉시
안정을 되찾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예는 SBS에서 방영한 SBS 스페셜, 87회,
컬러혁명! 색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2007)에서 아이들이 참여한 파란방과
빨간방의 비교 실험에서도 파랑이 주는 심리적 안정적인 효과에 대해 입증 된 바
있다 [37].
김선현(2013)의 색채심리학 연구에서는 초록은 안전과 보호의 이미지이며
감정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파랑색은 진정효과와 신뢰감을 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5.3.4 서체

텍스트는 오숙현(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
질수록

고딕체가

명조체

보다

월등히

가독성이

뛰어나므로

[50]

고딕체를

고령환자를 위한 모바일 환경에 도입하였고, 정보의 중요도와 위치에 따라 색상과
사이즈, 굵기 등을 조절하였다. 무엇보다도 두경부암 환자들이 시력 감퇴를 겪는
고령이라는 점을 배려하여 서체 사이즈를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대, 중, 소로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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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이 고딕체(상위), 돌출선이 있는 명조체(하위)

5.3.5 아이콘
5.3.5.1 앱 아이콘

앱 아이콘은 환자가 직접 본인의 신체 부위의 통증을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행위를 직관적으로 표현 하였다.

그림 27. 왼쪽부터 앱 아이콘, 메인 메뉴 아이콘(플랫 아이콘)

5.3.5.2 플랫 아이콘

디자인을 과감히 버리고 단조로운 형태의 단순한 2차원적인 플랫디자인(Flat
Design) 트랜드는 2013년 애플 7세대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7을 시작으로
Windows8의 바탕화면과 각종 스마트폰에서 메트로라는 플랫 디자인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플랫디자인(Flat Design)은
최소한의 요소만을 사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디자인 기법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단순한 색상과 형태 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아이콘 디자인에 도입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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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플랫디자인(Flat Design)이 적용된 윈도우8 바탕화면

5.3.6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는 환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한 증상 데이터가 의료진의 웹사이트상에서 직관적인 시각화 형태로
표현됨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호전 또는 악화되었는지 쉽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신속하게 진행함을 의미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습관
형성을 위해 사용자의 인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쉽고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이다 [51].

그림 29. 의료진용 웹사이트(왼쪽), 환자용 모바일 앱(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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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시간 시각화

시간 시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이다.
노은지(2016)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각화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시간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각화 방법은 막대그래프와 선 그래프이며,
계측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시각화를 단순화하여 실시간 변화에
응답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51]. 그림 30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선형 그래프(왼쪽)는 여러 개의 선이 혼재되어 있어 시각적 혼란이
생기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부재하며, X축과 Y축을 일일이 대조 분석해야
하므로 직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환자들이 쉽고 빠르게
증상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주차 별 그래프의 해석을 제공하고 Y축 데이터를 X축
데이터와의 접점에 삽입하였다.

그림 30. 일반적인 선형 그래프(왼쪽, 바빌론 암 PHR), 직관적인 선형 그래프(오른쪽)

5.4 앱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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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두경부암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 사용 설명서

5.4.1 앱 사용 설명서 디자인 컨셉

본 연구에서는 이해력과 기억력의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령 환자들을
고려하여 앱 서비스 사용 가이드 북을 제작했다. 가이드 북의 디자인 컨셉은 앱의
사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증상 기록이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앱 사용 가이드북에는 환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상보고 앱을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제공했다. 침대에 누워서 앱을
사용하기도 하며 애완견과의 교감 중 증상이 느껴질 때면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증상 기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5.4.2 인쇄 사양

종이의 사양은 울트라 스노우 화이트지 250G으로 다소 두껍게 제작되었고 중철
제본이다. 환자가 1개월 이상 소지하는 책자이므로 오랜 수명을 고려한 사양이고,
중철 제본은 펼침이 자유로워 모바일을 한 손에 쥐고도 책을 보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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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설계

6.1 평가 대상의 선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두경부암을 치료 받고 있으며, 통원 치료 중
발생하는 증상의 변화추이를 관찰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된 증상보고 모바일 앱을 환자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사용하게 금
한 후 실시했다. 이 설문의 문항은 평점척도(5점 만점)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을 남성 6명, 여성 4명으로 구성하며 연령은 40대 4명, 50대 3명,
60대 3명이었다.

그림 32. 두경부암 증상보고 모바일 앱 사용성 테스트 현장

6.2 질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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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목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를 인터뷰
현장에서 사용해 본 후 느끼는 GUI 구성요소(레이아웃, 메뉴, 색상, 아이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선호도에 관한 질문이며, 본 모바일 웹사이트의
사용 설명서에 대한 사용성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환자분의 불편한 몸
상태를 고려하여 질문은 GUI 구성요소 당 1-2개로 핵심만 간추렸다.

6.3 결과분석
6.3.1 두경부암 증상보고 모바일 앱 GUI 구성요소 만족도 조사

레이아웃(평균값: 4.43, 의사선생님과 환자가 대화를 주고 받는 형식의 디자인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메뉴(평균값: 4.43, 앱의 메인 화면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이콘(평균값: 4.43, 앱의 아이콘을 보고 어떤
메뉴를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서체(평균값: 4.43, 글자의
크기는 읽기에 적절합니까? / 평균값: 4.29, 글자체는 읽기에 적절합니까? / 평균값:
4.14, 글자의 색상이 읽기에 적절합니까?) 색상(평균값: 4.29, 앱에 사용한 파랑,
연두, 주황, 회색의 색상들이 보기에 편하십니까?) 등 GUI 구성요소 문항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단, 데이터시각화 화면은 아직 구현되지 않아
설문에서 제외했다.

58

그림 33. GUI 구성요소 만족도 조사 결과

6.3.2 두경부암 증상보고 모바일 앱 사용 설명서 만족도 조사

질문은 Alison J. Head의 사용성 평가 원칙 [47]을 사용하였고 사용편리성(평균값:
4.43, 사용 설명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 평균값: 4.14,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따라 혼자서 앱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 평균값: 3.86, 사용 설명서가
앱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에서 사용 설명서의 이해와
혼자 사용 가능 여부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으며, 사용 설명서의 도움 여부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앱을 인터뷰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본 후 이루어진
설문이며. 제공되는 기능이 2가지로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에 대한
도움 여부가 다소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지만, 향후 앱의 8가지 메뉴가 모두 구현될
경우

사용

설명서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미학적인 구성(평균값: 4.43, 글자의 크기는 읽기에 적절합니까? / 평균값: 4.57,
글자체는 읽기에 적절합니까? / 평균값: 4.43 글자의 색상이 읽기에 적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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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모두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림 34. 앱 사용 설명서 만족도 조사 결과

6.3.3 두경부암 증상보고 모바일 앱의 그래픽 선호도 조사

GUI 구성요소와 사용 설명서 만족도 조사에 이어 앱의 그래픽 요소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설문이 진행되었다.
아이콘 이해도(증상 아이콘 1번: 57%, 아래의 증상입력 아이콘 중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에서 증상 아이콘 1번을 더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증상입력 아이콘은 사용자가 본 앱의 메뉴 중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메뉴 이므로 사용자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그림 35. 증상입력 아이콘 이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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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친숙도(이모티콘 3번: 43%, 다음과 같이 의사 선생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중 더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에서 이모티콘 1번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이모티콘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모티콘의

사회적

실재감(이모티콘 3번: 72%, 위의 그림 중 의료진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에서 이모티콘 3번이 의료진과 소통하는 느낌이
가장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이모티콘 친숙도 조사(왼쪽) / 이모티콘 사회적 실재감 조사(오른쪽)

증상 척도 입력 FPRS (Faces Pain Rating Scale, 얼굴 그림으로 나타낸 척도)
선호도(FPRS 2번: 57%, 아래 4가지 화면 중 가장 쉽고 빠르게 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에서 FPRS 2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일 캐릭터는 표정그림이나 표정사진과 비교해서 표정 인식이 빠르고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그림 37. 증상척도 입력 FPRS 그래픽 선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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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설문결과 정리

설문조사 결과 두경부암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 구성요소(레이아웃,
메뉴, 색상, 서체, 아이콘)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으며, 사용
설명서의 사용편리성과 미학적인 구성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래픽 선호도 조사에서는 증상입력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적인 아이콘 형태보다는
한눈에 인지 가능한 상징적인 아이콘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모티콘의
친숙도는 캐릭터 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실재감은 실제사진이 가장 높다.
마지막으로 FPRS(Faces Pain Rating Scale) 증상 척도 입력 방식은 표정 인식이
빠르고 간편한 스마일 캐릭터를 가장 선호했다.

6.4 암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본 연구는 선행조사를 거쳐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 구성요소(레이아웃,
메뉴, 색상, 서체, 아이콘, 데이터시각화)를 분석하고 삼성서울병원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만성질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증상 기록
/ 보고 상황에서 느끼는 문제점(Pain Points) 및 향후 기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Needs)을 바탕으로 두경부암 자가증상 보고 모바일 웹사이트를 디자인
했다. 현재까지 구현된 기능인 실시간 및 일주일 증상입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거쳤으며 그에 따른 암환자 증상보고 웹사이트의 GUI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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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초기 화면(Landing Page)에서는 서비스의 전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문구를 제공하고 원하는 서비스로 단시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메뉴를 전면에
배치한 레이아웃이 요구된다.

레이아웃 2. 손가락이 가장 쉽고 빠르게 닿는 하단 영역에 메인 메뉴를 배치한다.
3. 메뉴와 콘텐츠 영역을 확실히 구분 시킨다.
4.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모든 화면에 노출 되도록 고정 시킨다.
5. 각 화면의 위치와 기능을 명시한다.
1. 숨김 메뉴를 배제하고 모든 메뉴를 노출 시킨다.
2. 심볼과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메뉴를 디자인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한다.
3. 증상선택, 시간, 정도, 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입력 할 수 있는 UI 를 설계한다.
메뉴

4. 많은 수의 메뉴를 포기하지 않고 입력 할 수 있게 금 동기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증상을 입력하였을 시 행동지침과 같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6. 메뉴 당 3 depth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1. 전경색과 배경색을 2-3배 이상의 대비를 주어 콘텐츠 가독성을 높인다.

색상

2. 사용자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배려한 색상을 사용한다.
3.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조절한다.
1. 누구나 별 다른 학습 없이 이해 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의 아이콘을 디자인 한다.

아이콘

2. 플랫(Flat)디자인을 통해 직관성을 더한다.
3. 터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적이 넓고 둥근 형태의 아이콘을 디자인 한다.
1. 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없는 산세리프(Sans Serif)체를 사용한다.
2. 정보의 중요도와 위치에 따라 서체의 크기, 굵기, 색상을 조절한다.

서체

3. 가독성을 위해서는 서체의 종류, 크기, 자간, 행간, 여백, 페이지 혹은 판형의 크기,
디자인의 일관성을 고려한다.
1.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에 대한 설명문구를 제공한다.

데이터
시각화

2. 증상의 추이를 직관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시각화 수단을 심사숙고 한다.
3. 증상의 변화에 따른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를 일관성 있게 디자인 한다.
4. 여러 개의 그래프를 겹쳐 배치하지 않는다.
1.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여 앱의 기능을 상기시킨다.

사용
설명서

2. 용지는 200g 이상을 사용하여 오랜 수명을 유지한다.
3. 제본은 중철 제본을 하여 펼침이 용이하도록 한다.
표 3. 암 환자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 GUI 가이드라인

63

7.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2000년대 사망원인 1위인 암 환자의 치료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임을
추적하고 관리형 질병으로 변모한 암의 치료 과정 동안 삶의 질을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까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리를 해주는 Supportive care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의료 패러다임에 맞게 개발된 삼성서울병원의 모바일 웹사이트
기반의 ePRO(Electronic-Reported Outcomes) 플랫폼의 디자인 사용성을 관찰
하였다. 그 결과 환자의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발견하고, 환자 증상보고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선행조사를 통한 13개의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 분석하였다. 둘째,
삼성서울병원 만성질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증상 기록 / 보고 상황에서 느끼는
요구사항을 분석 했다. 셋째, 이를 통해 개발된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를 위한
증상보고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암환자의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의 GUI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조사를 통해 선정한 13개의 증상보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몸이 불편한 고령환자의 사용성과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GUI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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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증상입력 행위만 있을 뿐, 입력 후 주어지는 증상요약 정보를 위한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 피드백이나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기 앞서 삼성서울 병원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만성질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증상
기록 / 보고 상황에서 느끼는 pain points, 향후 기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연구 방법론 중 picture
card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암 환자의 경우 정확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을 기록하지 않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진료 시 자신의
증상 빈도와 정도 그리고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보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환자가 일상 생활 속에서 증상을 기록하고 또한 의료진에게 효율적으로
보고, 공유하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의

증상보고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디자인 하였다. 모바일 웹사이트의 주요 GUI 컨셉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적용, 고령친화적 디자인, 선행조사를 통해 도출한 GUI
구성요소의 개선안 적용 등 이다. 이어서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 환자 10명을 대상
으로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GUI 구성요소인 레이아웃, 메뉴, 색상, 서체, 아이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디자인 평가와 사용성 편의성을 묻는 평가를 실시하여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환경에서 환자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기술 중심의 개발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메신저 화면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이모티콘은 철저히
서버상에서 알고리즘화 된 규칙에 의해서만 전송되는 정보이므로 카카오톡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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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가지는 소통과
정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후속연구에서 필요하다.
둘째, 실제 의료진의 사진을 이용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의료진이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의료진의 연출이
부족할 경우 불투명한 감정을 지닌 이모티콘이 구현될 수도 있으며, 명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의료진이 가진 성격을 잘
반영한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실제 의료진 이모티콘을 통해 환자가 신뢰감을 느끼고
앱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테스트용 앱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한
모든 기능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실험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현재 디자인 된 GUI 요소에 대해 선호도 조사만 했을 뿐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증상 질문 시 증상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증상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증상답변에 FPRS를 도입한 것이
답변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입증된 GUI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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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I Design for Tracking Symptoms of Cancer Patient
based on Interactions of Mobile Messenger Service
Joi Yeong Rae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Cancer is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since 2000. It is the most
expensive disease includes the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and the
management of a disease. Especially, cancer survivors can turn to chronic
patients if they are not treated properly with the side effects of anticancer
treatments or radiation treatment and with potential complications. Therefore,
it is an urgent matter to build satisfying patient report system on evaluating
one's condition and symptoms.
To

fulfill

this

need,

Samsung

Seoul

Hospital

has

developed

an

ePRO(Electronic-Reported Outcomes) based on mobile website to check
patient's real-time condition via a network system. As more than half of
mobile website market in Korea is based on a smartphone, the mobile service
also launched the medical field service for patients. But until now, no mobile
service reports patient's condition based on user's GUI designed guideline.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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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eoul Hospital (hereinafter, the Hospital) to build GUI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 guideline to increase the use of mobile service among cancer
patients. To do this, preceding and literature researches were done based on
Patient Reported Outcome, PRO, and mobile website design, GUI (Graphic
User Interface) to recognized 13 selected reported symptoms and understand
the logical consideration and analyze the contents, usability and design
problems.
In addition, the Hospital has performed a study with 50 chronic patients
between the ages of 18 to 65 years old who has experience with smartphone.
They recorded present symptoms and current pain points and further request
for the service and the hospital has analyzed their requests.
UI (User Interface) is built based on prior analysis and patient's individual
interview, the mobile website for symptom report was designed in the Hospital
for the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Subsequently, the Hospital had a
survey 10 cancer patients based on GUI layout and its menu, color, font, icon,
visual data, overall design, and convenience of use. And the report showed
they received the highest scores in all criteria.
Based on this, a new mobile website GUI design guideline for reporting
symptoms of cancer patient was suggested. In the hope that this helps to build
a medical mobile service for the patients is not merely focused in technology
development but more user-centered design.

Keywords: PRO (Patient Reported Outcome), Mobile GUI, Mobile Messenger,
Data Visualization, Mobile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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