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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 모바일 웹 환경이 e-Healthcare 시스템과 통합∙ 적용되었을 때, 보다 사용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 진단 시스템인 PhysioGrid 시스템의 의료 정보 서
비스를 모바일 환경 하에서 고품질의 사용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인터페이스 
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최근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모
바일 위젯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한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였다. 또한 정보 전달 기능을 향상
시키고 사용자에게 진보된 경험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앰비언트 디스플레이(Ambient display) 개념
을 적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1. 서론 

최근 우리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한 발
전과 함께, 사용자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플랫폼으
로써 모바일 기기는 웹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 단말기이다. 모
바일 서버는 사용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분산된 서
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
며 이는 모바일 e-Health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주요 질병 중의 하나인 심혈

관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사용자의 니즈, 습관, 
환경, 감성을 충족시키고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앰비언트 디스플레이 
(Ambient Display)의 개념이 적용된 ambient healthcare 
system 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1]. 앰비언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의는,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자

의 정보에 대한 응시 정도가 주변적인 상태를 특징으
로 한다[2]. 
또한 e-Health 분야는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과 관

리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러
한 요구사항에 맞춘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그리드 컴퓨팅 기반의 심혈

관 질환 진단 시스템인 Physio-Grid Ssytem[4]의 사용
성 관점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환자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 서비스로써 예방과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Ambient Mobile Widget Manager를 응
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특성을 평가한다. 

 
2. 사용성 관점에서의 Physio-Grid System 서비스 시

나리오 구상 및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  

2.1 Physio-Grid System의 한계 

Physio-Grid System 은 웹 환경을 기반으로 ECG, 
Virtual Heart simulation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 서비스 시스템이다. 통상 
사용자들은 시스템의 최상단에 위치한 분산된 데이터
를 Physio-Grid Portal 을 통하여 일원화된 접근방식으
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현 Physio-Grid 시스템의 일원적인 서비스 

방식은 고정된 환경에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
며, 통합된 의료 정보는 사용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 환자 등 폭넓은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예방, 
또는 건강 관리의 사회적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헬스 
케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
라서 사용자 관점에서 보다 서비스 되고 있는 의료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 개인의 사
용 환경과 행동 패턴을 고려한 시스템으로써 고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54  -



 
 

제 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7권 제 1호 (2010. 4) 

 

 

2.2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 및 서비스 시나리오 

우리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향적 Physio-Grid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가상의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한 다음, 각 사용자의 Task analysis, Behavior 
Analysis[5], 미래지향적 라이프스타일 컨셉 등의 
analysis framework에 따라 System Use Context를 분류
한다. 그런 다음, 각 컨텍스트에 따른 기능을 도출하
여 서비스의 흐름을 모델링 하였다. analysis framework
은 의료 관계자 3 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의하였
다. 모델링 결과로 나타난 서비스의 흐름은 그림 1 의 
서비스 시나리오로 정리된다.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요소로 분류되며, 환자 지향
형 Physio-Grid system 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한다
[그림 2]. 
 이동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공. 통합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seamless connection. 

 사용자의 멀티태스킹을 방해하지 않는 정보 서비

스 환경 제공 

 심혈관 질환 환자 개인이 필요한 행태(약물 복용, 

운동 장려) 지원 

 의료 기관 또는 의료진과 단축된 접촉 경로, 협력 

체재 제공 

 일반 환자가 이해하기 쉽고 감성 충족시키는 정보 

시각화, 인터페이스 제공 

 

3. 환자 지향형 심혈관 질환 의료 서비스 모델을 위

한 매니저의 프로토타입 - Ambient Mobile Widget 

Manager 

2.2 에서 도출한 서비스 아키텍처의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매니

저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① Mobile Application – Web - PhysioGrid Server의 
위젯 인터페이스 

② Ambient Information System( visualization) 
③ Persuasive system - 환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주기적 Notification System 
④ Collaboration system - Login 없는 인터페이스 

최상단에서의 즉각적인 연결 기관 접근 방식 
⑤ 정보의 수평적인 나열 및 정보 인지를 증진시
킬 수 있는 메타포 적용 
 

매니저는 모바일 위젯 형태로써 앰비언트 인포메이
션 시스템[11]의 한 종류로써 구성되었다. 앰비언트 
모바일 위젯 매니저는 목표한 서비스 아키텍처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구조의 깊이가 수평적이
고 로그인이 필요없는 인터페이스로 설계하였다. 구
현은 Adobe Flash Air1.5 및 Action Script로 제작하였다
[6]. 

 
(그림 1) 환자 지향형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와 Task 

Flow

 
 

 
 

(그림 2) 환자 지향형 Physio-Grid system의 서비스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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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상기의 이러한 Physio-Grid Ambient 
Mobile Widget Manager 의 Prototype 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우리는 사용자 중심의 평가 방법을 도입하
였다. 

 
4.1 평가 기준 

우리는 multitasking 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앰비언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T. Matthews 및 J. Mankoff 의 Ambient 
Information System을 위한 Heuristic evaluation elements
등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선정하였다[7][8][9]. 

 

Dimensions from Ambient Heuristic 

Method 
Framework 

Peripherality of display 

Perceptibility 

Glanceability 

Elements Test 

Sufficient information 

design 

Easy transition to more 

in-depth information 

Visibility of state 

Consistent and intuitive 

mapping 
Rendition 

Interpretability 
Match between design of 

ambient display and 

environments 

Aesthetic and Pleasing 

Design 
- 

Psychological 

Effect Test Useful and relevant 

information 

 
4.2 User Test 

본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는 진맥/서맥 경증이 의심
되는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 차원에서 가이드를 받기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 명(여 3)의 
20 대에서 30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80%는 모
바일 멀티태스킹 경험이 있으나 위젯의 사용 경험은 
거의 없었다. UT 환경은 밀폐된 실험 공간에서 이루
어졌으며[그림 3] 평가 실험 set 은 위젯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 웹사이트와 일반적인 모바일 위젯의 형태, 
그리고 새로 제안하는 앰비언트 모바일 위젯 매니저
의 형태로 나누어 비교하였다[그림 4]. 멀티태스킹 항
목은 주의집중도를 요하는 Typing 작업을 선정하였다. 

 

 
(그림 3) UT 환경 

  

 
(그림 4) 앰비언트 모바일 위젯 매니저 초기 화면(상)
와 기존 PhysioGrid 정보 전달 사이트 화면(하) 

4.3 평가 결과 

 H1: 사용자들은 모바일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기존 

시스템에 비해 태스크에 대한 방해 없이 의료 정보

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인지한다. 

 H2: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또는 

약물 복용하는 것과 같은 부가적인 헬스케어에 있

어서 긍정적인 감성 효과 및 행동 유도를 제공받는

다. 
 
상기 가설과 같이 Physio-Grid Ambient Mobile Widget 

Manager 를 통하여 심혈관질환 환자 자신의 심장 정
보를 주시하거나 건강 관리 상 효과에 대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 후 우리는 그림 5 와 같은 결과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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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멀티태스킹 사용 환경 하에서의 

Ambinetn Mobile Widget Manager(3rd Interface)를 통한 
사용자의 정보 이해 정도(7 Likert Scaling)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시각적 메타포를 사용하여 정
보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때 한눈에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속도가 증가했으며 로그인 없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얕은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 
상황 또는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방해도가 낮은 상태
로 업무 전환 속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부
터 정보를 전달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
었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은 환자의 의료 정보를 지
속적으로 인지시켜줌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건강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할 일을 상기시켰고 행동을 유도하
였다고 답했다. 또한 7 Likert scaling 설문과 의미분석
법[10]을 통해 감성 효과 분류를 한 결과 유용성 및 
독특성의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감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그림 6 상기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결과(상) 및 분류

된 감성 효과(하) 

5. 결론 

사용자 측면에서 심혈관 질환 진단 시스템인
Physio-Grid 의료 정보 서비스의 확장된 성능 2 가지, 
웹과 실시간 연동된 모바일 위젯 인터페이스 형태와 
간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정보 구조를 제공
함으로써, 현대인의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고도화된 
의료 정보처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가능성에 대
하여 논하였다.  

PhysioGrid 시스템에 앰비언트 모바일 위젯 매니저
를 적용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기존의 
포털을 이용한 고정적 정보 전달 방식보다 새롭게 제
안된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멀티태스킹 또는 이동 상
황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위젯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실시간 정보
를 확인함과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앰비언트한 시각적 메타포를 사용한 인터페이스는 긍
정적인 감성 효과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e-health 시스
템에서 플랫폼 기술 연구와 함께 사용성과 감성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직접적으로 증진된 서비
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서비스 모델의 프로토타입

이 제한적이고 사용자들의 정성적 사용성 평가 위주
로 진행되었으므로 추후, 보다 다양한 형태에서 특정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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