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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뇌질환의 발생 연령 감소 등을 볼 때에 기존의 물리적인 재활 치료와 더불어 사회로의 건강한 복

귀를 돕기 위한 보다 총체적인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후유 장애 극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감, 자발적

인 의지 형성 등의 동기 부여를 위한 방법으로서 웹 기반 상호 작용형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웹 환경에서의 접근성 향상과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위하여 웹 2.0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개발 언어와 저작도구들

을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기

반으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상호 작용형 컨텐츠가 접목될 수 있는 개방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재활 및 고령자 케어를 위한 전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통합적 치료의 도구로서 체계화될 계획이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the older population and the decrease in the ages of patients suffering from brain diseases yield

desperate demands for social rehabilitation methods to help the brain disease patients to come back to their society. This

study developed a prototype of an web-based interactive applications and system to motivate the rehabilitation of the

brain disease patients by increasing self accomplishment, and strong willingness to recover. For easy access and dynamic

interactions, we utilized various programing languages and authoring tools compatible with Web 2.0 environment. The

developed system does not need installation of any dedicated software. It provides an open platform in which many useful

interactive applications are easily integrated. It will be extended to a system which provide advanced rehabilitation for

brain disease patient and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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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의 고령화와 복잡한 사회구조에 따른 스트레스

과다 등의 원인으로 뇌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 하고 있

다. 특히 뇌졸중은 한국인의 3대 사인 중의 하나로 포

함된 바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

후 뇌졸중 환자의 약 15∼20%는 사망하며, 10%는 완전

회복이 되지만 나머지 70∼75%는 만성 기능 장애를 갖

게 된다
[1～2]

. 또한 뇌졸중은 성인기에 많이 발생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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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장애로 인한 의존적 생활과 지적퇴행, 우울, 좌

절, 불안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으로 삶의 질이 손

상 받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뇌졸중 후의 기능 장애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3]

.

뇌질환으로 인해 성인기에 중도 장애인이 된 사람들

을 관찰한 결과 뇌질환 환자들은 막연한 호전 기대에서

현실 인식에 따른 좌절감을 겪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자기 조절을 해 나가면서 변화된 삶을 통합해 가며 그

들의 독립성을 다시 얻어 가는 중도 장애인의 삶의 변

화 과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

. 이러한 과정 중에

서 우리가 눈 여겨 봐야할 부분은 세 번째 단계로, 삶의

의욕을 가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뇌질환 환자들은

점진적으로 장애를 인식해 가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

기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동료 뇌질환 환자들이 열심히

밝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자기 확신과 재활 의욕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물리

적인 재활 훈련과 아울러[5～6], 환자 자신의 성취감을 높

이고 동기 부여를 함으로써 의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웹 서비스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 수동적인

구조를 가진 기존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로써 웹은 수많은 사

용자의 일상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삶의 중요

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재활 의료 영역에서도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요소가 포함된 온라

인 치료 관리 시스템의 적용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는 질환의 관리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구

애 받지 않고 발병 이전에 누렸던 사회생활을 간접적으

로 유지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환자들

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얻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더욱이 다양한 원격 재활 기술을 이

용하면 물리적 재활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7～9]

.

인터넷 기반 재활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기

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

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설계 하였으나, 이 경우 사용자가 애

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실행해야 한다는 불편

함이 남아 있으며,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 실시간 방식

이 아닌 저장 후 전송방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와 보다 동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실시간 상호 작용을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5, 10]

. 손 글씨 쓰기 재

활에 목표를 둔 상호 작용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웹 서비스와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

을 통해 흥미를 부여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다른 사용

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의 사

회적 재활 측면을 다루는데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11]

.

본 연구에서는 뇌 질환 환자들의 능동적이고 효과

적인 재활을 위해,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는 상호 작

용형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기술 및 저작 도구

(Authoring tool)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용자인 환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며, 성취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 환자

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다 증진시킬 목적으로 질환의

회복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물리적, 인지적 상호

작용 능력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

하고, 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 (User Interface, UI)를 제공하여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재활 과정을 객관적으로 체험하며, 더 나은 단

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전의 다른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인 사회적 상

호 작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간단한 SNS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능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재활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Ⅱ. 본  론

1. Web 2.0 and Rich Internet Application (RIA)

본 연구의 웹 서비스 설계 및 개발에 사용된 Web 2.0

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3]. 첫째,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채용한 시스템의 플랫폼화로 복잡하

고 무거운 웹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용자를 고려한 높은

접근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며, 둘째, Really

Simple Syndication (RSS) 나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EST) 기반의 웹 서비스와 같이 내부의 데

이터를 외부의 데이터로 전달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보

장함으로써 개방 및 공유를 통한 컨텐츠의 높은 활용도

를 가지며, 셋째,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의 공개나 Asynchronous JavaScript XML

(AJAX) Script의 활용 등과 같이 개조와 재조합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여 웹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자신

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 하거나 기능을 덧붙여서 기존에

생각할 수 없었던 높은 컨텐츠 재활용 및 재활용된 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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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항목

클라이언트/

서버
웹 Flash Ajax

GUI
자체

컴포넌트

HTML

(JSP등)

자체

컴포넌트

HTML

(JAVA등)

설치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모듈
없음

플래시

플레이어
없음

웹서비스

이용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대용량

데이터처리
가능 제한적 가능 가능

서버와의

통신방식

동기비동기

가능
동기

비동기

가능

비동기

가능

화면전환 전체전환 전체전환 일부전환 일부전환

프로그램

배포

설치

프로그램
없음 자동배포 없음

컴포넌트

개발
제한적 템플릿화 가능 가능

네트워크

사용량
적음 높음 적음 적음

화면

로딩타임
빠름 보통 보통 빠름

표 1. 웹 개발 도구에 따른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 features of various web service

development tools.

단한 서비스의 제공 등이 가능하다.

한편, RIA는 클라이언트/서버의 편리한 유저 인터페

이스와 인터넷의 편의성을 모두 수용할 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HTML의 한계를 극복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풍부한 GUI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Web 2.0에 적합한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웹 클라이언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14]

. 최

근 웹 기반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에 RIA 기술이 채용

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개방성, 재사용성 등의 특징으

로 요약할 수 있는 웹 2.0 의 기반 위에 다양한 상호

작용을 수행하는 RIA 컨텐츠를 개발하였다[13].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웹 개발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시스템의 통합 및 연구

목표와의 부합성 확인을 위해 도구 전반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13～16]

.

2.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 구성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Apache Tomcat 5.5 서버 컨테

이너를 사용하였고, 가능한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객체

지향적인 특징을 위해 Java 언어 기반의 서버를 구축하

였다.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MVC

(Model, View, Controller) 개발 패턴에 입각한 HTML

코드, 서블릿 컨트롤러, 자바 클래스, XML 배포 서술자

(Deployment Descriptor, DD), JSP 뷰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3.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웹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수행 부담

을 줄이기 위해 XML 에 기반한 AJAX 기술과 Adobe

사의 Flash CS4/ActionScript3.0을 사용하여 제작하였

다
[15]

.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유형에 따

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사용자와 웹 애플리케이

션이 상호 작용을 하는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과 웹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타인과의 상

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형태로 나누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웹 서비스의 사용자 시나리오와 서비스

플로우를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특히 모든 웹 페이지

와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의 몰입감 향상을 위해 브

라우저의 클라이언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화면

(Full-screen) 모드로 실행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4. 세션 정보의 교환

기존의 웹 기반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수행되던 문

진 및 검사 방법을 웹에 옮기는 것이 중심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디지털 재활

컨텐츠를 통해 사용자와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그 과

정에서 물리적, 인지적 재활을 유도함과 동시에, 환자의

상호 작용 수행에 관련된 정보, 즉 세션 정보를 얻고 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하

여 환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역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프로

그래밍 언어와 개발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과 서버와의 통신에서 데이터 입

출력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보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XML

을 이용하여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과 애

플리케이션 사이의 데이터 교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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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각의 세션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형식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와 XML문서 체

계를 정의하였다.

5. 데이터베이스 및 연동 모듈

개발된 웹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가 입력한 신상 정

보, 사용자의 질환 및 재활 관련 정보, 그리고 애플리케

이션 세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서버 상에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인 MySQL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서버 측의 자바 프로그래밍과의 연결은

MySQL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자바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위해 ‘java.sql' 패키

지에서 제공되는 Java Database Connectivity (JDB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측 애플리

케이션의 연결을 구성했다.

구분 개발도구

Server Tomcat, Java

Database MySQL

Application
Java, Flash ActionScript 3.0,

JavaScript

Display HTML, JSP, JavaScript, Flash

표 2.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개발 도구

Table 2. System components and development tools.

그림 1. 개발된 시스템의 런타임 아키텍처

Fig. 1. The run-time architecture of the developed

system.

사용된 웹 개발 도구 및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역할에

따라 표 2에 구분하였고, 이들로 구현된 시스템의 런타

임 아키텍처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6.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고려사항은

Gamberini 와 Valentini 가 제시한 사용자 중심 인터페

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16]

. 이들이 제시

한 가이드라인은 1) 사용자가 배우기 쉽고, 2) 사용하기

에 효율적이고, 3) 기억하기 쉽고, 4) 오류를 최소화하

며, 궁극적으로 5) 사용하기 즐거운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는 것이다
[16]

.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1) 사용자인 환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2) 쉬운

흥미를 유발하여 동기 부여를 돕고 3) 물리적, 인지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전반

에 걸쳐 적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 및 흐름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전체적인

웹 서비스의 구성 및 사용자 시나리오의 개요를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로그인 이후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웹 페이지의 탐

색 계층 (깊이)는 뇌질환 환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평

가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3 단계를 넘지 않도록

구성했다. UI에 사용된 객체들은 가시성을 고려하여 가

능한 큰 크기의 객체들로 제작 되었으며, 이는 사용자

인 환자의 원활하지 못한 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그림 2. 웹 서비스의 구성 및 흐름

Fig. 2. The site map of the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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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선택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마우스를

쥔 손의 이동범위를 크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손동작

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상호 작용을 통한 흥미 유발을 위해 UI의 각 단계에

는 공통적으로 사용자의 키 입력, 마우스의 움직임, 클

릭하는 행동에 반응하는 간단한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

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손의 움직

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입력의 정확도, 상호 작용 효율성의 증진 수

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UI에서는 화면에 표

시되는 버튼 및 폰트의 크기에 차이를 두었으며, 동시

에 해당 UI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준에 적절하도록 실

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컨텐츠의 종류와 개수에도 차

이를 두었다.

그림 3은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UI 중 일부로서, 실행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을 위한 웹 페이지 화

(a)

(b)

그림 3. Affordance를 향상시킨 애플리케이션 메뉴의 UI.

(a) 비활성 상태,

(b) 활성화 상태에서의 애니메이션 재생

Fig. 3. UI for application menu with improved

affordance (a) inactive, (b) animation when

activated by mouse-on event.

면이다. 3개의 커다란 사각형의 객체는 개별 애플리케

이션을 표시하는 Flash 버튼 객체이다. 객체 위로 마우

스 포인터가 올려 지기 전에는 (a)와 같이 비활성 상태

로 유지되다가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를 버튼 위에 올

렸을 때에는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튼이 활성화되

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어

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지를 보여준다. 향상된 어포던

스 (Affordance)를 통해 사용자는 사전 지식 없이도, 버

튼에 마우스를 올리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서 애플리케

이션의 실행 및 기능에 대한 쉬운 이해를 얻을 수 있도

록 하였다.

2. 데이터 교환 및 처리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의 데

이터 교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XML은 사용

자에 대한 정보를 Flash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한

편, 애플리케이션의 수행에 따른 세션 정보 (소요시간,

반복횟수 등)을 서버에 전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의 흐름은 그림 4와 같이 진행

된다. 각각의 Flash 애플리케이션은 미리 정의된 매핑

을 통해 XML 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HTTP방식을 이

용하여 서버에 전달한다.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Flash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받은 XML 객체를 전달받

그림 4. XML 데이터 처리 과정

Fig. 4. XML data exchange process.

그림 5. 시스템 흐름 및 교환 데이터

Fig. 5. Data exchange flow during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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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를 파싱하며, 파싱이 완료된 XML에서 각각의 정

보를 추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반대로

사용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 들여 이를

XML객체로 생성 하여 Flash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

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림 5에 보다 실제적인 시나리오 흐름과 데이터교

환의 내용을 함께 나타내었다. 실선은 작업의 흐름 및

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며, 점선은 각 단계

에서의 교환되는 데이터의 방향과 그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3.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은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HCI 와

CMC 두 종류로 구성 되었다. HCI는 사용자의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어야 하는 특성상 대부분의 애

플리케이션이 Flash 로 제작되어 제공되었다. 한편,

CMC 애플리케이션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미를 갖

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우면서도 커뮤니케이션

을 하기에 유용한 Java Application으로 구성되었다.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의

몰입감 향상을 위해 전체 화면 (Full-screen) 상태로 실

행 가능하다.

가. HCI Application

개발된 HCI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재활 훈련 장치

대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동작인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을 활용하여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용자의 물리적, 인지적 재활 과정에 따라 제공되는

UI의 점진적 변화는 HCI Application 의 수행 세션 결

과를 바탕으로 행해진다. 웹페이지 초기 화면의 로그

인 과정에서 사용자를 식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난이

도의 UI 및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

고, 최초 로그인 이용 시에는 가장 낮은 난이도의 UI

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 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환자들은 타인과의 경쟁

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 성취감이 더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1]

.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른 환자와 경쟁적으로 진행

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하고 애플리케이션과의 상

호 작용 수행에 관한 평균적인 지표(소요 시간, 점수

등)를 간단히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회복 상

태를 가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드래그 & 드롭 애플리케이션

드래그 & 드롭 애플리케이션은 색상 인지 능력 및

운동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마우스를 활용하도록 제작

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림 6과 같은 사각형들의 배치

에서 사용자는 화면에 잠시 표시되는 특정 색상과 같은

색상의 작은 사각형을 중앙의 흰 사각형 안으로 옮겨놓

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시도 횟수, 정확히 옮긴 횟수,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서버 측에 세션 데이터로 전송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사용자의 신체적, 인지적 회복에

따라 수행 능력의 증진이 관찰되면, 난이도가 증가하여

전체 사각형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드래그 & 드롭을 활용한 인지 및 운동 기능 증

진 상호 작용 애플리케이션

Fig. 6. Drag & Drop-based interactive application for

cognitive and motor skill improvement.

(2) 패그 보드 응용 애플리케이션

패그 보드 응용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병원의 재활 의

학과나 재활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 작업 재활

그림 7. 패그보드를 응용한 애플리케이션

Fig. 7. Pegboar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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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구인 패그 보드를 응용하여 개발하였다
[17]

. 애플

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을 그림 7에 나타냈다. 사용자는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진

도형을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모양과 크기가 일치하는

흰 공간에 한 개씩 옮겨 놓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드

래그 & 드롭 애플리케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 횟

수, 정확히 맞춘 횟수, 소요 시간을 확인하여 세션 정보

로 저장한다. 난이도가 증가하면 도형의 수가 증가하고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공 된다.

나. CMC Application

CMC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를 이용한 타인과의 상

호 작용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애플리

케이션은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운

드 요소가 결합된 새롭고 풍부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1) 미디 채팅

사용자인 환자의 키보드 사용이 원활해지기 이전이

라도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중심의

채팅보다는 간단한 마우스 움직임을 이용해 자신의 음

악을 생성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을 구현하였다. 미디 채팅을 통해 여러 명의 사용

자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디 데이

터 공유를 통한 멀티미디어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은 먼저 Java로 제작하였으며 애플릿의

형태로 변환하는 추가 작업을 통해 브라우저에 제공하

였다. 그림 8은 제작된 미디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그림 8. 미디 채팅 실행화면

Fig. 8. MIDI chatting screen.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자는 여러 타악기의 소리와

리듬을 체크박스를 통해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림

에 나타낸 선택 가능 악기와 리듬은 최대 개수임), 애플

리케이션은 설정된 악기 소리를 리듬에 따라 재생한다.

이 때 자신이 창작한 소리뿐 아니라 타인이 제작한 악

기 소리와 편집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텍

스트 기반의 대화를 하거나, 완성된 음악을 같이 듣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만든 음악을 타인과 공유

함으로써, 타인과의 비언어적, 언어적 교감을 통한 정서

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통해 알려진 뇌졸

중 환자의 삶과 심리상태 변화에 관한 임상적 지식을

토대로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도구인 웹을

이용해 신체적, 정서적 재활에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사용된 애플리케이션들

은 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흥미와 동기 유

발을 유도할 뿐 아니라, 컴퓨터와 웹을 매개로 하여 타

인과의 소통 및 사용자 스스로의 성취감을 향상시켜 지

속적인 재활에의 의지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구성함으로써 플랫

폼 독립적이며,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사용자의 번거

로움을 없애고, 여러 장소에서의 일관적인 접속과 사용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원활한 통합을 위해

다양한 웹 개발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를 XML을 사용하여 해

결하였다.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개방된 구

조를 갖고 있으며 확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으므

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방법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완성된 형

태의 Web 기반 원격 재활 서비스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활 의학 전문가와 환자가 참여하는 임상

평가 연구와, 연구진이 사전에 개발한 원격 페그보드

시스템 및 원격 뇌 자극 치료 시스템을 웹 기반 시스템

과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2, 17]

.

아울러,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뇌질환 환자의

능동적 재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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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애플리케이션의 큰 기술적 변화 없이 고령자 대상의

능동적 케어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그

잠재적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8]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재활

의학 및 재활 공학 전문가의 경험을 디지털 컨텐츠화하

는 데에 주력하면 가까운 미래에 많은 뇌질환 환자 및

고령자가 시 공간적 제약을 넘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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