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tivity Theory를 사용한 뇌졸중 재활프로그램 디자인 프로세스
A rehabilitation program design for the stroke patients and caregivers 

with Activity Theory

이아름, Ahreum Lee*, 류호경, Hokyoung Ryu*** 

요약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확장은 기존의 병원중심의 물리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들의 공간 (personal space) 및 환자들 
간의 사회공간 (social space)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HCI 
디자인프로세스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뇌졸중환자의 재활훈련이라는 기존의 
병원중심의 물리적인 의료서비스에서, 환자들 간의 social interaction 을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Activity Theory (AT)를 이용하여 socio-technical system 을 
분석하고, 시스템에 포함되는 각 주체들의 요구 및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RehabMaster 
Mobile 이라는 새로운 artifact 를 기존의 시스템에 적용하여 향후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적용할 
AT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incessantly extends the scope of medical servic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limited space and time domain. As to stroke patients, for instance, both caregivers and 
patients could not obtain sufficient supports from their medical staff, thereby joining 
other online communities from which they can get other practical advice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tried to analyze the current rehabilitation activity systems for 
stroke patients with Activity Theory and found some design implications, which were 
addressed by a new artifact called RehabMaster ‘Mobile’. This allowed us to suggest a 
design method that is able to develop a socio-technical system through design tensions 
and contradictions.     

핵심어:  Stroke patients, socio-technical systems, activity theory, caregivers, physiatrist, 
therapists. Positive feedback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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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habMaster 를 사용한 재활치료
   

그림 1. RehabMaster 를 사용한 작업치료의 
예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던 환자의 상태 진단 또는, 의사와의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을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확대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의료서비스의 확장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의 만족도와 정비례하지는 않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듯이 의료서비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의사들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직접 찾고자 하는 
경향이 현재 사용자 중심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Consumer Empowerment (소비자 
역량강화)) [1,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진들은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기능성 게임으로 개발된 RehabMaster 를 social 
interaction 을 통한 의료소비자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확장 중에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에 사용된 Activity Theory [3]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HCI 디자인 개념 개발과정을 기술한다.  

2. 현재의 재활치료 분석
RehabMaster 는 한양대학교 병원과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뇌졸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 
게임이다. 현재 뇌졸중 환자의 재가(在家)훈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75%정도의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작업치료를 대치하는 재활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RehabMaster 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로 
진행되어 환자들의 훈련에 대한 집중도나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기존의 재활 훈련과는 상이하게, 재활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동작들 (40 가지 상지훈련)을 기반으로 설계된 
운동 프로그램과 게임 콘텐츠로 이루어진다. 또한, depth 
camera 를 이용하여 natural interaction 이 가능하게 하고 
3 차원 공간에서 환자들의 상지 (Upper Extremity)움직임을 
약 2~5 도 정도 오차 내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재활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치료진에게 
제공한다 [그림 1 참조]. 

RehabMaster 라는 artifact 를 이용하는 현재의 재활치료를 
activity theory 를 사용해서 분석해 보면 그림 2 와 같다. 
Activity theory [3]는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및 대상들을 정의하고, 그 요소(대상)들 간의 행위관계 
(activity relationship)가 어떻게 요소(대상)들의 특징적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며 (이 
능동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HCI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Activity Theory 를 이용한 디자인의 핵심), 요소들 
간의 요구조건들 (requirements)에 대해서 평형상태 
(equilibrium)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socio-technical system 설계에 자주 이용되는 
HCI 이론이다. 

현재 뇌졸중 환자의 재활과정에 Activity Theory 를 
적용해 보면, 크게 두 개의 activity systems (institutional 
rehabilitation, personal rehabilitation) 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개의 activity systems 은 재활 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socio-technical 공간에서 존재한다. 
현재 물리적인 재활훈련이 주로 이루어지는 병원은 
환자(보호자)와 치료진과의 유일한 접점 (interface)이 된다. 
하지만 제한된 시공간에서 형성되는 interaction 의 특성상 
환자 및 보호자는 수동적으로 의사와 치료사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재활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socio-technical 환경은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욕구 (needs)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Curran [2]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 및 
보호자들은 병원 이외의 다른 socio-technical 환경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병원 중심의 activity system 과는 다른 
새로운 activity system 를 형성한다. 현재의 다른 만성질환 
(예: 당뇨, 고혈압)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로 온라인이 그 
social-technical 환경의 주된 artifact 라 할 수 있다. 결국 
RehabMaster 를 이용한 새로운 재활치료 서비스의 핵심은 
두 개의 activity system 이 서로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mutually reliant and supportive)으로 작동할 때 성공적인 
재활훈련을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으로 
파악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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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habMaster Mobile 를 이용한 새로운 
재활서비스 제안

3. 새로운 재활치료 서비스의 제안:　
RehabMaster ‘Mobile’

그림 3 은 현재 재활과 관련된 두 개의 독립적인 activity 
systems 들의 긴장관계 (tension)을 완화하고 새로운 
socio-technical system 를 제안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activity 를 도식화 한 것이다. 기본 activity 디자인 접근은 
현 재활프로그램의 핵심인 2 개의 activity systems 을 
연결하고, 그들 간의 정보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RehabMaster ‘Mobile’이라는 artifact 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서 환자와 치료진을 위한 정보교환을 지원할 수 있는 
socio-technical system 을 제안하는 것이다. 

상세(詳細)하면, 뇌졸중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RehabMaster Mobile 을 통해 또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과 연결될 수 있고 (변 8,9: socially perpetual 
connection), 재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변 1 과 3: experience exchange). 
RehabMaster Mobile 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들은 
RehabMaster 를 통해 진단 받은 재활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변 1,3,7 로 이루어진 삼각형: medical 
information exchange),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변 1,3,8,9 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관계: establishing a social community). 이처럼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의 
적절한 역할분담 (division of labor)이 필요하다 (변 4,6,9 
로 이루어진 삼각형: information responsibility). 여기서 첫 
번째 디자인 문제 (contradiction)가 발생한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실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재활훈련경과에 대해 
공유를 해야 하며, 온라인의 특징상 잘못된 정보들도 쉽게 
많은 이용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들은 
정보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생성된 정보를 통제하여야 
한다 (의사들의 Rule-producing activity: 변 2,5,8 로 
이루어진 삼각형). 그러나 의료진들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역할분담 (division of labor) 문제와 이에 대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반응이 새로운 환자-보호자 Rule-producing 

activity (변 2,5,8 로 이루어진 삼각형)로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두 번째 디자인 문제 ( contradiction)가 된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디자인 문제들은 정보긴장관점에서 
볼 수 있다.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뇌졸중 재활훈련에 
대하여 의료진이 제공하는 의학적인 정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환자들의 재활경험에 대한 요구이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만성질환 (예: 고혈압, 당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징에서 보듯이 병원이 아닌 다른 
socio-technical 공간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는 의학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자신의 재활상태에 대한 
공감, 위로, 또는 다른 환자들의 경험이다[4]. 환자들은 
의료진만이 재활훈련에 관한 유일한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뇌졸중에 
대한 전문가라면, 환자들은 그들의 재활경험, 재활에 대한 
의미, 공감, 위로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해 줄 또 다른 전문가를 원한다. 이렇게 환자가 
생성하는 정보들은 다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활훈련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공감을 일으켜 재활에 
있어서 뇌졸중 환자 가족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우울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한다[5]. 따라서 기존 
RehabMaster 가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RehabMaster Mobile 은 물리적인 재활치료의 
연장선으로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새로운 Artifact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ehabMaster Mobile 을 통한 환자들간의 
정보긴장관계의 완화효과는 의료진과의 새로운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의학적인 정보의 교환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rule 이 RehabMaster Mobile 을 
기반으로 하는 socio-technical system 에서 필요한데 이는 
다시 의료진의 적절한 개입(appropriate intervention)으로 
귀결되어 질 수 있다. 문제는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위한 
community 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개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환자들 간의 정보긴장완화 효과를 상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의사들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 환자와 
보호자들 간의 정보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12 개의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관찰한 결과 한 개의 커뮤니티만이 의사들의 개입이 rule 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본 서비스 설계에서는 RehabMaster 
Mobile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RehabMaster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을 
사용자로 한정하고, loyalty 를 가진 RehabMaster 사용 
의료진들이 적극적 정보제공보다는,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생산된 정보들의 신뢰성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분담 (division of 
labor)을 최소화하여 의사의 현실적인 한계와 환자와 
보호자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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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어 RehabMaster Mobile 을 설계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세부설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재활과정에서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activity 관점에서 RehabMaster Mobile 의 디자인 
요구조건들을 파악하고 종합적 재활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socio-technical system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환자들 간의 경험교환을 통한 social 
flow[6] 형성을 도모하고, 이것을 어떻게 기존 구성원들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면서 재활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을 지를 
구성했다. 특히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 형성된 RehabMaster 
Mobile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커뮤니티를 지탱해나가는 데에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의료진들의 과도한 
역할분담은 전체 socio-technical system 에서 또 다른 
긴장관계 (tension)로 나타나기 때문에 RehabMaster 
Mobile 커뮤니티에서의 전문의들은 비의학적이거나 
신뢰성이 낮은 정보들에 답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정보의 
생성시점에 갖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정보의 생성시점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의 원활한 정보교류, 
그리고 전문의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정보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RehabMaster Mobile 을 이용한 
뇌졸중 재활서비스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설계와 
사용자 경험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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