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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최근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진료 및 수술 등의 의사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많은 병원에서는 최신 의
료기기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단정적인 정보제공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
는 만큼 의료기기의 단정적인 정보제공을 지양하고 의사들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색깔, 막대그래프로 시각화 하여, 이에 따른 의
사결정의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DBS(Deep brain 
stimulation) 수술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MATLAB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AbstractˇˇMany hospitals have adopted the latest medical equi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because using of medical equipment is very helpful for doctor’s work such 
as medical and surgical. However definitive information of medical equipment can be connected 
to a major accident. So medical equipment avoided to provide definitive information, and 
should be provide information to assist in doctor’s decision making. The present study  find 
changing of decision making to visualize information that can be helpful for decision making 
as color and bar graph. For this study, program that designed by MATLAB proceed 
experiments that is assumed DBS surger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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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진료 및 수술 등의 의사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로인해 많은 병원에서는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적절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의사 및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

다. 특히 수술과 같은 상황에서 단정적인 정보 제공은 환자

의 생명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의료기기에서는 단

정적인 정보제공을 지양해야하고 의사들이 의사결정을 도와

주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 하여, 이에 따른 사용

자 의사결정의 도움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수술방법인 뇌 심부 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DBS 수술은 STN에 미세전극을 삽입하여 전극을 통해 자

극을 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술 방법이다.[1] 이 STN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수술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이다. STN을 찾는 방법은 미세전극을 뇌에 천천히 

삽입하면서 MER을 통해 관측되는 뉴런의 전기적 신호 패턴

을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 미세전극이 삽입될 때의 STN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부위에 비해 높은 Background noise

와 Firing rate이다.[2] 

이 STN을 MER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 할 경우 발생할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실험

을 진행 하였다.

 

3. 실험 방법

3.1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20~30대 대학(원)생 10명(남성 5명, 여성 5

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로 진행하였다.

3.2 실험 기구

실험을 위해 DBS 수술에서 사용되는 MER과 비슷하게 제

작한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Sign 그래프를 시간(t)에 따라 진폭(A)을 

변화시킨 그래프를 180초간 출력해준다.

Y = A × Sin(5πt) (1)

10초마다 진폭(A)에 1~5사이의 값으로 변화를 주어 그래

프를 나타내었다.

시간(초) 진폭(A) 시간(초) 진폭(A) 시간(초) 진폭(A)
0~10 1 60~70 3 120~130 4
10~20 2 70~80 4 130~140 3
20~30 3 80~90 3 140~150 2
30~40 2 90~100 2 150~160 1
40~50 3 100~110 3 160~170 3
50~60 4 110~120 5 170~180 5

표 1. 시간에 따른 진폭의 변화

 

진폭이 변화할 때는 ±2초의 버퍼를 두어 자연스럽게 변

화하도록 하였다.

3.2.1 Default Visualization

실험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

램에서는 그래프의 형태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화면 상단에는 그래프 진행을 시작 또는 멈출 수 있는 버튼

을 만들었다.

그림 1. 그래프를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Default Visualization 
화면

3.2.2 Color-coding Visualization

Default Visualization 프로그램 우측부분에 

color-coding을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램프를 만들어 추가

한 프로그램이다. 이 램프는 그래프의 진폭이 5에 가까울수

록 흰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하는 스펙트럼 그래프이다.

그림 2. 그래프 진폭에 따른 램프 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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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래프의 진폭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은 Color-coding Visualization 화면

 

3.2.3 Bar-graph Visualization

Default Visualization 프로그램 우측부분에 막대그래프

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이다. 이 

막대는 그래프의 진폭이 5에 가까울수록 막대의 크기가 커

진다.

그림 4. 그래프의 진폭에 따라 막대의 크기가 변화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은 Bar-graph Visualization 화면

 

3.3 실험 절차

피 실험자는 3일에 걸쳐 3가지 Visualization 방식으로 제

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일차에

는 Default Visualization 프로그램, 2일차에는 

Color-coding Visualization 프로그램, 3일차에는 

Bar-graph Visualiz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실험 전, 피 실험자들에게 그래프의 최대 진폭 수치가 5

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었고, 4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프는 

총 5회 나타난다고 알려주었다.

1일차에는 Default Visualiz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실험자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4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

프가 나타날 경우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 그래프의 진

행을 멈추도록 하였다.

2일차에는 Color-coding Visualization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피실험자에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우측에 위

치한 램프는 그래프의 진폭이 커질수록 흰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한다고 인지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1일차와 마찬가

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되, 추가로 프로그램 우

측에 위치한 램프를 참고하라고 하였다.

3일차에는 Bar-graph Visualiz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피실험자에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우측에 위치

한 막대는 그래프의 진폭이 커질수록 막대의 크기가 커진다

고 인지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1일차와 마찬가지로 동

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되, 추가로 프로그램 우측에 위

치한 막대그래프를 참고하라고 하였다.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들이 실험 시작부터 버튼을 누르는

데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1일차에는 피실험자들이 선택한 

그래프 진폭, 2일차에는 추가로 램프의 색깔, 3일차에는 막

대 크기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록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보조적인 장치가 피실험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과, 보조적인 장치 종류에 따른 의사결정의 영향 정

도를 알아보려 한다.

 

4. 실험 결과

피실험자는 가능한 신중하게 진폭이 4이상인 그래프를 찾

도록 한 3가지 실험에서 정보의 표현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

의 정확도와 시간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에, 4이상의 진폭

을 가진 그래프가 나온 횟수와 4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프

가 나타났을 때 그래프를 찾은 시간을 측정하였다.

3가지 실험의 피실험자가 그래프의 진행을 멈추었을 때 4

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프가 나타난 횟수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종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Default 4명 6명 - - - -
Color - 9명 1명 - - -
Bar 1명 7명 2명 - - -

표 2. 4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프가 나온 횟수에 따른 피실험자 
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실험 모두에서 4이상의 진폭

을 가진 그래프가 최대 2번 나타날 때 그래프의 진행을 모

두 멈추었으며, Default Visualization실험의 경우는 4이상

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프의 진행을 멈춘 경우가 4

번 있어, 시각적으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4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프를 찾는 정확도가 다른 두 실험

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가지 실험의 피실험자가 4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인지하고 그래프의 진행을 멈추는 시간

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프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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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경우는 제외를 하였다.

실험종류 걸린 시간의 평균 Default 실험과의 T검정
Default 4.708333
Color 1.55 T: -3.13 / P: 0.02<0.05
Bar 1.455556 T: -3.04 / P: 0.01<0.05

표 3. 진폭이 4이상인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부터 진행을 멈추기 
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

Default Visualization실험의 경우 다른 두 실험과 비교

하여 확연하게 피실험자가 그래프의 진행을 멈추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검정을 진행한 결과도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olor-coding 

Visualization과 Bar-graph Visualization실험의 T검정은 

P= 0.86(<0.05)으로 시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Color-coding 

Visualization의 실험이 Bar-graph Visualization의 실험보

다 4이상의 진폭을 가진 그래프를 먼저 찾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위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실험자는 그래프의 정보를 해

석하는데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진다면 더욱 빠르고 정

확하게 해석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토의

본 논문은 의사들이 수술시 측정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제공

되는 시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변화를 실험적

으로 증명하였으며, 데이터 해석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인 정

보가 추가될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색상의 변화로 

추가적인 정보를 주었을 때 가장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실제 수술상황에 적

용한다면 긴 수술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더욱 안전한 수술에 

도움이 될 것임으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최소

화 시키는 시스템 개발에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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