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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Context-based Daily Pain Management System with 

Prospective Memory(PM) 

 

본 논문에서는 통증 측정 및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Prospective memory라는 미래계획기억을 차용하여 적용하였다.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진료 판단의 바탕이 되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보고는 

시간적 압박, 과거 경험에 대한 왜곡, 단편적인 통증의 보고가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증을 지속적으로, 좀 더 현실 데이터에 

가깝게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나 특정질환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되어, 일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는 별로 다뤄지지 않았다. E-health의 발달과 개인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생활 전반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페이퍼 다이어리의 형태였던 통증 

관리도 Electronic diary 형태로 다수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 형태와 전자 형태의 

기록 순응성을 비교한 연구는 있으나 전자 다이어리 형태 자체의 기록을 높이기 

위한 처치를 한 연구 결과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논문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통증 측정 및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미래계획기억(PM) 개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이iv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건의존적 과제와 시간의존적 과제로 집단을 나누어 

실험하고, 각각의 기록 순응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사건의존적 과제를 사용해 의도 형성부터 의도 실행까지 적용을 한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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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기록 순응성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록에 필요한 동기부여를 

1주일 동안 적용했고, 피험자들은 4가지의 서로 다른 피드백에서 시각적인 Pain 

view, 통증에 대한 상황인식과 통증 기록에 대한 reminder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본 논문은 1일 동안의 통증 상황을 정해진 시간 혹은 상황과 연계해 제안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나, 추후에는 통증 상황을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Daily Pain management , Prospective memory(PM) , General status 

record , Self-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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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의료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인 권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일은 좋은 퀄리티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1],[2]. 그러나 종종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특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두원(2000)에 

따르면 환자들이 갖는 의사에 대한 두려움, 시간적 압박 등의 환경적인 요소에 

본인의 건강에 대한 걱정, 신체적인 불편함 등이 더해져 환자의 정보처리 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 접촉시간의 부족도 

의사와 환자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 

특히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압박은 환자가 자신의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구체적인 

통증 경험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없게 하므로 문제가 된다. 실제 진료과별 적정 

외래 진료시간에 관한 연구(이찬희 외, 2014)에서는 실제 병원 내원 환자들을 

토대로 진료시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환자의 체감 진료시간은 ‘5.1분’, 

한자가 만족할 만하다고 제시한 진료시간은 ‘6.3분’이었으나, 실제 진료시간은 

‘4.2분’에 불과하였다. 즉, 환자의 체감 진료시간과 만족할 만한 진료시간 모두에 

비해 실제 진료시간이 더 짧았다[4]. 

환자들은 자신의 ‘기대 진료시간’보다 짧은 ‘실제 진료시간’ 안에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이나 통증, 고통 등에 대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료시간을 늘리는 방향의 필요성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제된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이 치료 환경에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정제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처음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의사를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이다[5]. 그러나 통증은 주관적인 경험이고 단순히 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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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평가하거나 알아채기가 힘들다[6]. 

주관적인 의미의 증상보고는 통증, 피로도, 기분 상태 등을 포함하며 이런 

부분은 본인의 회상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 회상에 근거한 통증 보고와 증상 체크 

방식은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며칠 후에 벌어지는 회상이 

과거 경험에 대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고(Gorin and Stone, 2001)[7], 통증의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8]. 그러나 실시간 자신의 상태나 

병을 원격으로 보고하거나 진료할 수 있는 기틀이 지금의 환경에서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기억,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등이 기억에 

의지해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해 지속적으로‘Daily diary’를 

제안하는 연구들은 주로 데이터를 조금 더 실시간에 가깝게 수집하고 환자의 회상 

편중(recall bias)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9]. 또한 Linton 

외(2011)의‘통증경험에 대한 심리학적인 요인의 영향’연구에 따르면 주관적인 

기록인 통증은 과거통증의 영향과 새로운 통증의 형성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통증도 함께 지속적이고, 입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10]. 

최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테크놀러지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활 밀착형의 e-health가 화두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디지털 

기기가 생활 전반에 쓰임에 따라 개인의 건강관리가 손 쉬워지고 있다[11]. 이러한 

배경에 따라 페이퍼 형태 혹은 전자 형태의 다이어리를 통한 건강관리, 통증 

측정에 대한 부분의 연구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전부터 통증 자체가 가지는 

지표로서의 중요성[12]-[14], 이를 의사 혹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의 

중요성[15]-[16]을 토대로 페이퍼 다이어리 형태로 통증을 관리했던 것에서 

진화되어, 자체 개발한 전자 기기 혹은 웹 기반의 다이어리,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사용자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자유로운 스마트폰을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로써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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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한다[17]. 또 기존 방법과 새로운 기록 방법에 대해 유용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전자 다이어리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기존의 페이퍼 

다이어리 보다 기록 순응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도출됐으나[18], 전자 

다이어리의 기록 자체 순응성을 높이는 연구는 별로 행해진 것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자 다이어리가 하나의 병을 정하고 그 병에 대한 후유증, 수술 후의 

통증 관리 등에 맞춰져 있어[19]-[20], 평상시의 통증 관리 혹은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한 연구는‘미래계획기억’을 

차용하여 일반적인 상태 기록(general status record)에 적용하고, 앞서 말한 전자 

다이어리 자체의 기록 순응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미래계획기억을 본 연구의 중심 매개로서 차용한 이유는 실제로 미래계획기억이 

헬스케어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HIV감염자, 파킨슨 

환자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지적 결손을 겪는 만성질환자이지만 동시에 약물 복용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파킨슨 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는 

미래계획기억의 결손 정도를 측정하고, 2차적으로는 계속해서 약물복용이행이나 

약물 복용의 습관화를 위해서 미래계획기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미래계획기억의 결손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를 미래계획기억의 ‘사건의존적’과제와 ‘시간의존적’ 과제 부분을 

차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일반인이 본인의 일반적인 

상태, personal data를 기록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 기록’의 습관화를 미래계획기억을 적용해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건의존적 미래계획기억과 시간의존적 

미래계획기억으로 나누어, 어떻게 하면 더 자기 주도적으로 관련 기억을 인출하고 

행동을 실천해 일반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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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관련 연구 

 

 

２-１Prospective memory and Healthcare 

 

２-１-１Prospective memory(미래계획기억)의 개념과 관련 연구 

 

Prospective Memory(미래계획기억)은 미래에 수행될 활동을 기억하는 것을 

뜻한다[21]. 예를 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부름을 해오는 것을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한다. 전통적인 미래계획기억에 관한 실험은 West(1998)의 실험 1에서처럼 

피험자에게 특정한 시간에 전화를 걸도록 하거나 특정한 날짜에 엽서를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2]. 그리고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연령별로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 보거나, 질병에 따라 미래계획기억 

결손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거나, 각 질병 (ex, 파킨슨병)에 따라 미래계획기억 

전략을 적용하거나, 미래계획기억의 수행 향상 요인 혹은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논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연령별 미래계획기억 수행 차이 연구 : 낮은 

연령대와 높은 연령대의 미래계획기억에 대한 효과 연구, 혹은 연령별 

impairment와 event-based 미래계획기억 과제 연구, 연령별 자기 주도적 인출 

과정의 영향 연구 등이 주요 연구주제로 다뤄지고 있다[23]-[25].  (2)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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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Prospective memory 손실 및 미래계획기억 적용 연구 : 치매 초기 

지표로서의 미래계획기억 결손연구[26]-[27], HIV 관련 미래계획기억 손상 및 

적용 연구[28]-[29], 파킨슨 질병에 따른 미래계획기억 적용 연구[30]-[31], 그 

외에도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32]-[33]. (3) 미래계획기억 수행과 관련한 요인 연구도 함께 이뤄져 

왔다[34]-[35]. 

 

２-１-２Prospective memory(미래계획기억)을 이용한 헬스케어 관련 연구 

 

Table 1. Summary of Prospective memory related disease management 

Research 

Author 

Task or devices Method  Subject of 

application  

Results 

Andrade et 

al. (2005) 

[36]  

DMAS(Disease 

Management 

Assistance 

System) device 

Using timed, 

programmed 

voice message 

which can 

enhance 

subjects to take 

their medicine. 

HIV-infected 

adults. 

The DMAS 

device 

improved 

adherence of 

memory-

impaired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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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et al. 

(2001) 

[37] 

Developed 

Paging system 

Providing 

persistent and 

reliable 

enhancers by 

providers, and 

paged 

reminders 

People who are 

with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deficits 

The paging 

system 

significantly 

reduced 

everyday 

problems of 

memory and 

planning and 

improved task 

completion 

rate. 

Woods et 

al., (2010) 

[38] 

 

The external 

cues activate 

intended action  

The subjects 

have a 

meaningful 

association with 

intended action 

by pairing it 

with cues 

The HIV-

infected people 

who is 

associated with 

Prospective 

memory 

impairment  

Worse 

performance is 

detected from 

older age, 

executive 

dysfunction, 

older HIV+ 

cohort. 

Simoni et al. 

(2009) 

[39]  

Electronic drug 

monitors(EDM) 

and peer 

support, pager 

messaging 

Using four 

randomly 

method 1)Peer 

support 

2)Pager 

messaging  

3)Both 

HIV-positive 

outpatients 

Peer support 

has a potential 

efficacy and 

pager 

messaging has 

effects on 

b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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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4)Usual care 

and monitoring 

adherence 

outcomes. 

 

위의 표(Table 1참고)와 같이 Disease Management Assistance 

System(DMAS) 등의 디바이스나 디지털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래계획기억 장애 혹은 결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약의 복용 

혹은 만성적 질환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돕고 있다. 즉, Prospective 

memory 개념은 당뇨병 환자, 혹은 HIV 감염자와 같이 만성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졌고,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일을 환자들에게 잘 학습시키기 위해 미래계획기억 개념을 연구에 

사용했다[40]-[41]. 이 외에도 미래계획기억이 약물순응도 강화, 복용 이행 

행동에 대한 개개인의 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적 증거와 연구들이 추가되고 있다[42]. 

 

 

２-１-３ 시간의존적(time-based) 미래계획기억과 사건의존적(event-based) 

미래계획기억 

 

미래계획기억(prospective memory)은 측정하는 과제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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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존적(event-based task)와 시간의존적 과제(time-based task)로 구분이 

된다(Einstein & McDaniel, 1996)[21]. 먼저, 사건의존적 과제의 경우에는 적정한 

시간에 기억이 인출되도록 돕는 단서가 외부에서 제공되고, 대상자의 단서에 대한 

재인이 이뤄진다. 반면, 시간의존적 과제는 특정한 수행이 적정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자발적인 인지적 추적 점검(monitoring)과정에 의존하여 수행된다[43]. 

그림(Figure 1. 참고)를 보면 일반적인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도식화한 것인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미래계획기억의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도식을 보면 시간의존적 과제와 사건의존적 과제가 인지적인 인출과정에서 

내재적으로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44]. 

 

 

Figure 1. 미래계획기억 과정의 구성요소 모델(Zogg 외(2012))[42] 

   본 논문의 실험설계 단계에서 참고를 한 Ellis(1996)의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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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계획기억과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과정을 따른다. 순서대로 ‘의도 형성 

단계(과제를 부호화하고 절차화하는 데 인간의 주의 자원을 쓰는 단계)’‘의도 

유지 단계(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단계)’ ‘의도 

인출 단계(과제를 회상하고 촉발하기 위해서 인간의 미래계획기억을 포함하는 

단계)’    ‘의도 실행 단계(과제를 실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5].  

   이 4가지의 단계 중에 과제를 회상하고 촉발하기 위한 ‘의도 인출 단계’에서 

어떤 단서(cue)를, 특히 외부적 단서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부적 인지점검 

과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건의존적 과제인지, 아니면 시간의존적 과제인지가 

나뉜다. 그리고 과제를 처음 부호화하고 절차화하는 ‘의도 형성 단계’에서 특정 

의도의 부호화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에 따라 두 과제가 나뉠 수 있다. 

본 실험의 의도인 ‘통증기록’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존적 과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에 통증 기록하기’ 라는 의도를 

처음 형성할 때, 이를 특정한 외부 단서(예. 저녁 먹은 다음 물먹기)와 연합을 하여 

부호화한다. 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특정한 시간에 통증 

기록하기’라는 의도가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피험자가 물을 마시면 그 때 의도가 

자연스럽게 인출이 된다. 이 경우에는 외부 단서인 ‘저녁 먹은 다음 물먹기’ 행동이 

인출을 자연스레 유도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시간의존적 과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에 통증 기록하기’라는 의도를 형성할 때, 특정한 시간(ex. 7시)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를 내부적인 주의 자원을 사용하여 유지를 한다. 앞의 사건의존적 과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의 자원을 쓰거나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이 의도 인출 

단계에서 외부적인 단서가 인출을 도와주는 반면에, 시간의존적 과제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인지적 추정과정에 의하여 특정시간이 되었을 때 의도를 인출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의존적 과제보다 사건의존적 과제가 의도를 효과적으로 

인출하는 것의 수행 성공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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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사건의존적 과제의 외부 인출 단서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reminder, alarm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인출 단서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Wang 외(2014)) 중에는 외적인 

단서로써 LBRs(Location-based reminders) 즉, 장소 관련 리마인더를 단서로 

제공함으로써 미래계획기억을 돕는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46]. 

 

 

２-２Pain Management System 

 

Pain self-reports 혹은 Pain diary는 통증에 대한 경험을 작성하고, 

환자들의 자기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pain assessment 혹은 

management system은 특정 질병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Schumacher(2002)는 암성통증을 가지고 있는 외래 환자를 위한 통증 관리 

다이어리의 유용성을 밝히면서 일상적인 통증 관리 다이어리를 임상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했다[19]. Stone 외(2003) 연구는 통증의 기록과 

일시적인 경험의 통증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매일의 상태를 자기 보고 하는 전자 다이어리를 고안하고 

이를 통해 2주간 실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8]. 하지만 만성통증을 겪거나,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헬스데이터를 입력하고 

기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Lupton(2013)은 실제 모바일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부적인 상태나 증상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1].         

또 이런 ‘ubiquitous computing’ 환경은 환자들로 하여금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회상에 의존해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만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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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인의 상태와 증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Gruman(2013)은 ‘Microsoft HelathValut’를 언급하면서 웹 기반의 개인 건강 

자료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증상이나 치료를 

계속해서 기록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의료 진단 기록을 열람하거나 의료 

관계자들과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현상에 대해 말한다[47].   

일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통증 관리를 위해서도 모바일 기기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Oehler 외(2010)에 따르면 헬스케어와 관련한 앱은 각종 의료 

관련한 정보나 데이터베이스, 건강과 관련 있는 새로운 뉴스나 기사들의 

업데이트에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48]. Rosser 외(2011)의 연구에서 보면 통증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은 

그 목적이 나뉘는데, ‘For Education skills training’, ‘Self-monitoring’, 

‘Relaxation training’으로 크게 3가지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어플리케이션 

104개 중에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통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증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54%), 일상적인 기록과 연관된 것(24%), 

상대적으로 작은 수가 통증 완화에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이었다(17%)[49]. 

 

 

제3장 실험 방법 

 

 

３-１참가자와 실험절차 설계 

 

３-１-１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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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남녀 대학(원)생 및 직장인 

16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서 본 실험에 참가했고, 실험 참가 전에 미리 3주간의 실험 

기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３-１-２실험 절차 

 

Figure 2. Overall process 

실험의 목적은 미래계획기억을 적용한 Pain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이 사용자의 지속적인 통증 기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미래계획기억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건의존적’ 과제와 

‘시간의존적’과제에 의해 각각 수행될 때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크게 A그룹(사건의존적 과제 적용 그룹)과 B그룹(시간의존적 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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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나누고 각 8명씩 피험자를 나누어 진행했다.  

    위의(Figure 2. 참조)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1) User research를 통해서 

사용자가 통증 기록에 어떤 니즈(needs)를 갖고 있는지 도출하고, (2) 기록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3)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4) A그룹만 

따로 연합 부호화를 실시한다. 사건의존적 과제는 분명한 목표 단서를 제시하면서 

그 단서와 미래계획기억을 해야 하는 활동과의 연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A그룹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처치가 된 뒤 실험을 진행했다. 즉, 미리 실험 시작 전 사전 

설문을 통해 연합할 ‘사건’을 하나 정해서 그 사건과 정해진 기록 시간을 

연합해서 기억하도록 했다. B그룹, 즉 시간의존적 과제에 해당하는 피험자 그룹은 

스스로 인지적인 점검을 해야만 하고, 실험 수행자가 따로 수행에 대한 외적인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는 등의 본인 스스로의 인지적 점검에 

의존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기록을 해줄 것을 지시한 후 따로 외적인 단서는 

주지 않았다. 즉, B그룹의 어떤 사람이 매일 9시에 스스로 기억해서 통증을 

기록하겠다고 했으면, 그 시간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A와 B그룹은 통증을 1주간 정해진 시간에 혹은 사건과 연합해 기록하도록 

한다. 총 2주 중 마지막 1주간은 A와 B그룹 모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제공한다. (5) 마지막으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아래에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서술하였다. 

 

(1) UX method를 활용한 ‘pain management’ 사용자 니즈 도출 

IT를 의료 관련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도입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성과 니즈이다[50]. 

Reynoldson 외(2014) 연구는 12개의 Self-management of pain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문과 quality assessment(clinic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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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design, and usability of apps) 를 진행했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 user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개발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51].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미래계획기억에 근거한 

전체 실험 프로세스를 계획하기 전에 UX 방법론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선행해 도출하였다. 먼저 사용자의 구체적인 니즈를 찾고자 평소에 통증을 대하는 

사람들의 사고과정과 태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사용자경험 리서치’를 

진행하였고Double Diamond process를 통해서 [Discover(문제점 발견) ► 

Define(문제점 정의) ► Develop(문제점 확장하기) ► Deliver(전달)]을 차례대로 

수행하였다. 필요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도출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총 3주간(4월 5일 ~ 4월 25일) 진행되었고 3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가 시행됐다. 

 

 

Figure 3. 세부적인 UX research 진행 단계 

 

   각 단계마다 필요한 부분을 꼽아 다음과 같이(Figure 3. 참조) 세부적으로 

추렸다. 먼저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UX리서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간과 함께 전체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그 후에 App 

utility test를 통해 실제 출시되어 있는 통증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UT를 

수행하였고, Idea workshop과 Card sorting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문제점 혹은 니즈를 Open-card sorting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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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하고 난 후에는 참여자 별 ‘통증’에 대한 사고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Spreading Activation Model’(활성화 확산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활성화확산모형은 기억 인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형으로, 

실제 계층적인 메뉴 구조에 대한 인간의 인지 모델을 통해 기존 메뉴를 개선하는 

연구(박종순 외(2007))에 쓰였다[52]. 이러한 이유로 활성화 확산 모형을 

그림으로서 ‘통증’이라는 메인 노드와 다른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참여자들의 행동과 동기, 

사고과정, 감정, 배경을 종합하였다. 

 

Figure 4. Pain application Utility test 결과 정리 

 

Utility test는 각 참여자에게 ‘Pain Diary & Forum Catch My Pai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실험하기 1주일 전부터 써보게 했다. 그리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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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task(ex. 오늘의 통증을 기록하세요)를 수행해본 후에 어플리케이션 속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붙이도록 했다. 

 

 

Figure 5. 시간흐름에 따른 아이디어 워크숍 

 

   위의 그림(Figure 5. 참조)은 Idea workshop을 진행한 사진이고, 아래 

그림(Figure 6. 참조)은 결과를 정리한 사진이다. 병원을 가기 전,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주위사람들에게 증상에 대해 먼저 

물어보는‘정보획득’의 단계가 눈에 띄었다. 또 아픈 곳을 단지 눌러보거나 

지켜보고, 그냥 놔두는 등의 수동적인 자세도 있었다. 평소 습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자기점검’도 있었다. 실제 병원 혹은 약국 등 의료 관련 종사자에게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갈 병원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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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병원을 갔을 때 ‘상황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실제 진료시간과 

기대 진료시간과의 차이, 증상에 대한 회상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듯 

했다. 이후에 통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통증을 느낄 때(before)와 

연관이 되었다.  

 

 

Figure 6. 아이디어 워크숍 결과 정리 

 

아래 그림(Figure 7.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통증을 메인 노드(개념)으로 

하는 활성화 확산 모형을 실제 그려보았다. 특히, 개념과 개념을 잇는 선에 

차별화를 주도록 해, 개념이 멀게 느껴질수록 멀게 그리고, 가깝게 느낄수록 가깝게 

연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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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통증’ 개념에 대한 Spreading Activation Model 

 

 

Figure 8. 시간 축 기반의 Mental model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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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Utility Test(UT), Idea Workshop, Card Sorting, 

Spreading activation model을 한 결과를 모두 종합해 Mental model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Idea workshop에서 사용했던 ‘Before – Visiting – After’을 기준 축으로 

하여 나열하였다. 직접 통증을 기록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부분을 이 멘탈 

모델에 나온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본인의 평소 행동 습관을 돌아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가 기록할 때 

관련한 상황 즉,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지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그 

통증의 추이가 매우 중요하며, 그런 부분을 시각화함으로써 trend data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보고했다. 또 통증이 발생한 후에 바로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적인 기준(personal standard)’에 따라 개인마다 병원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3~4일과 같이 정해진 시간 후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다른 통증의 강도, 통증의 맥락, 통증의 부위, 개인적인 정보 

등에 따라 찾아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본인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는 위의 관련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3가지로 

도출하였다. 

 

⓵ 통증이 발생했을 때, 관련한 맥락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⓶ 반복되어 발생하는 통증의 경우에는 시각화하여 통증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⓷ 통증을 생각나는 즉시, 적어도 하루에 1번은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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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위의 3가지 항목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통증을 경험했을 때의 상황이나 시간, 장소 등의 구체적인 맥락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고, 반복되어 발생하는 통증의 경우에는 통증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Home 화면에 ‘Pain view’를 추가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Ellis의 PM 

task의 4단계 중 ‘Intention retention’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 하루에 

한번은 꼭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A그룹은 ‘특정 사건’에 근거해 하루에 한번 

통증을 기록하도록 유도했고, B그룹은 ‘시간’에 근거해 하루에 한번 기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통증은 한 장 안에서 한번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epth를 

최소화했다.  

 

Figure 9. Application 화면 

 

어플리케이션은 왼쪽부터 차례로 ‘홈(Home)화면, 반복통증 기록하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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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기록하기’ 화면이다. 반복통증과 1회성 통증을 나누어 기록하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 반복통증입력에는 ‘전보다 더 통증이 심해지셨습니까?’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첫 번째로 통증을 numeric rating scale로 기록할 경우, 

통증의 특성인 주관성 때문에 임상적 중요성은 항상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Farrar et al., 2001)[53]. 다양성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베이스라인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Farrar(2001)은 만성 통증을 

기록하기 위해 Numeric Rating Scale (NRS)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해서 7-point 

Patient Global Impression of Change(PGIC)를 이용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개선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계의 변화를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논문에서도  

반복통증의 경우, 얼마나 아픈지 NRS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추가하여 전보다 더 

통증이 심해졌는지 아닌지를 ‘예’, ‘아니오’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3) 사전 설문지 작성 

미래계획기억 및 회고적 기억 질문지(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Memory Questionnaire, PRMQ)는 Smith&Geoff 외(2000)에 의해 고안된 설문 

문항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호소할 수 있는 기억과 관련한 행동들, 특히 실수를 

하거나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앞으로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부분으로 총 16문항으로 이뤄져 있다[54]. 1점(전혀 

아님)부터 5점(매우 자주)까지 5점 척도로 검사하였다. 미래계획기억과 관련한 

문항 8문항과 과거의 회고적 기억과 관련된 8문항으로 나눠져 있으며 전체적인 

점수가 높을수록 기억과 관련된 실수가 평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질문의 문항으로는 ‘달력이나 수첩에 적어놓지 않거나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 

혹은 그와 관련된 물건을 직접 보면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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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래계획기억을 이용한 지속적인 Pain management system을 

고안하기 위한 장치를 시험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 대한 기억의 편차로 인해 본 

관리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사전 설문지로 PRMQ 

설문을 진행했다. 

 

(4) 실험 진행 

실험은 위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5) 사후 설문지 작성 

먼저 첫 번째로, 의사-환자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측정하는 문헌은 

오현정과 이병관(Oh & LEE, 2009)[55]가 본인들의 연구에서 두타-

버그만(Dutta-Bergman, 2005)[56]의 ‘Scale of provider-patient 

communication’(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 척도)에서 가져온 부분과 여기에 

트랜 외 (Tran, et al., 2004)[57]가 ‘Patient Confidence in Communication 

Scale’(커뮤니케이션에서의 환자의 confidence 척도)에서 가져온 부분을 사용해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환자가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행동적인 의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소에 실험의 

피험자가 평소 의사와 환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구도에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료 과정에 참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를 수정 및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평소 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통증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7개로 구성된 

문항은 각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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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환자 커뮤니케이션] 5점 리커트 척도 (1: 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When I consult with a doctor, I will do my best for an effective 

consultation. 나는 의사와 상담할 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Before choosing a treatment option, I will ask my doctor about all 

matters that I don’t understand. 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본다. 

 When I find some information regarding my disease, I will bring them to 

my doctor. 나는 병원에 가기 전에 질병에 관한 어떤 정보를 찾았을 때, 

이를 가져가서 의사와 상의한다. 

 I will try to get practical information from doctors for my disease 

management. 나는 내 질병관리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I will tell my doctor about my experiences of living with diabetes. 나는 

통증이나 증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When I communicate with my doctor, I will fulfill my role as a good 

patient. 나는 의사와 이야기를 할 때, 환자로서의 내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When I see my doctor, I will try to communicate more things with my 

doctor. 나는 의사와 만났을 때, 더 많은 것에 대해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두 번째 질문지는 Health Consciousness(HC)라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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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ld(1990)는 HC는“본인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높은 HC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한다[58].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건강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인 

HC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어 사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Hong(2009)는 그의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행동과 

건강 변화에 대한 예측 변수로서의 Health consciousness 재개념화하고 이를 

신뢰도 있는 척도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행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총 

11문항의 7점 척도를 가지고 있는 이 문항을 가져와 사용하였다. HC 점수가 

높을수록 더 건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 썼고, 쓰인 문항은 아래와 같다[59]. 

 

 HC1: I’m very self-conscious about my health. 나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 잘 자각을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HC2: I’m generally attentive to my inner feelings about my health.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건강에 대한 마음속 느낌과 감정에 민감하다. 

 HC3: I reflect about my health a lot. 나는 내 건강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HC4: I’m concerned about my health all the time. 나는 항상 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한다.  

 HC5: I notice how I feel physically as I go through the day. 나는 하루 

동안,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지를 신경 쓴다.  

 HC6: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of my health. 나는 내 건강 상태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HC7: Good health takes active participation on my part. ‘좋은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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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내 부분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HC8: I only worry about my health when I get sick. (R) 나는 아플 때만 

건강을 걱정한다. 

 HC9: Living life without disease and illness is very important to me. 

질병이나 아픈 곳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HC10: My health depends on how well I take care of myself. 나의 건강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달려있다. 

 

제4장 결과 

 

 

４-１참가자 

 

총 16명의 참가자가 총 3주간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A그룹 8명의 

경우에는‘Associative encoding with specific event’를 위해 B그룹 참가자 

8명보다 7일 먼저 실험에 참여하였다. 즉, A그룹은 총 3주, B 그룹은 총 2주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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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omposition of the group 

 

４-２ Pre-survey; PRMQ 

 

사전 질문지로 미래계획기억 및 회고적 기억 질문지인 PRMQ(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Memory Questionnaire, PRMQ)(Smith&Geoff 

외(2000))[54]를 실시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호소할 수 있는 기억과 관련한 

행동들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래계획기억을 이용한 지속적인 통증 관리를 

효과적으로 돕는 장치를 실험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 대한 기억의 편차로 인해 본 

관리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사전 설문지로 PRMQ 

설문을 진행했다.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종속변수가 A와 B그룹의 순응률, 즉 

‘얼마나 정해진 시간 혹은 사건에 가깝게, 제대로 응답했느냐‘ 이기 때문에 미리 

미래계획기억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 피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미리 

제거하고(outlier 제거), 미래계획기억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통해 사전 질문지인 PRMQ 

테스트의 값을 검정해본 결과, 두 집단 간의 분산차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24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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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분산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유의확률이 0.135로 두 집단의 평균값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４-３ Use of Pain management application and compliance 

 

본 실험에서는 지속적인 통증 관리 시스템(어플리케이션)의 사용과 특정 

시간 혹은 특정 행동과의 연합이 얼마나 잘됐는지, 그리고 사건의존적 과제 그룹인 

A그룹과 시간의존적 과제 그룹인 B그룹 간의 기록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1) 14일의 전체 기록주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이 이뤄졌는지(기록 순응률), 2)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기록 순응 정도)를 보았다. 특히, A그룹의 경우 특정 행동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 정하고, 이를 연합을 시켜서 그 정해진 

시간과 실제 기록 시간과의‘시간 차’를 기록 순응 정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그룹과 B그룹의 각각의 기록 순응 정도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로축을 시간(1일~14일)로 놓고, 세로축을 A그룹과 B그룹 각각의 기록 순응 

정도의 날짜 별 평균을 구해서 놓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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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 B그룹의 실험 날짜별 기록 순응 정도 

위 그림(Figure 10. 참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그룹이 확연하게 A그룹에 

비해서 기록 순응 정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건과 연합이 형성된, 

외부 단서가 인출 단서로 주어진 A그룹이 시간과 연합이 형성된, 단서가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인출에 의해 이루어진 B그룹 보다 더 기록 순응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14일 동안 기록을 하지 않은 비율, 즉 기록 순응률도 

A그룹보다 B그룹이 낮았다. A그룹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 100% 기준, 97.5%의 

기록 응답률을 보였다(2.5% 기록 없음). B그룹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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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의 기록응답률을 보였다(15% 기록 없음). 특히, 일반적으로 사건의존적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 즉 외부적인 focus cue가 제공되는 집단이 시간의존적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에 비해 수행율이 높은데[44], 이런 부분이 본 연구논문의 

‘통증기록’ 행위에서도 보여졌다.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인출 과정에 의지하는 B그룹의 전체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특히 10월 15일, 16일, 22일, 23일에 기록 순응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4일은 전체 2주 동안 주말에 해당하는 날짜였다. 

즉,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지적인 점검을 통해 통증을 기록하는 B그룹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등의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는 

주말에 기록에 대한 자발적인 인출이 낮게 일어난다고 보여진다. 아래는 정해진 

시간 대비 각 참가자의 실제 기록 시간에 대한 오차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3. 정해진 시간 대비 실제 기록 시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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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able 3의 빨간색 X표시는 기록을 하지 않은 날을 나타내고 초록색 ‘O’ 

표시는 정해진 시간과 실제 기록시간에 차이가 없음, 즉 정해진 시간에 오차 없이 

맞게 기록한 날을 뜻한다. 또한 19일 전후로 1주일 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관련 뉴스, 리마인드(시간), 재미있는 건강 관련 퀴즈를 제시했을 때, 가장 눈에 띈 

부분은 B그룹의 차이이다. 앞서 Table 3.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기부여가 

시작되고 난 후에 A집단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B집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X’표시가 줄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Time-based group이 

Event-based group에 비해 동기부여에 영향을 더 받은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그래프로 살펴보면(Figure 11.) 위와 같다.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이 각 집단 별 동기부여를 부여한 기간이다. A 집단에 비해 

B집단은 확실히 그래프가 아래 기준 0 점으로 더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동기부여가 기록 순응 정도에 효과를 미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후 설문으로 보았을 때, ‘Intention maintain’ 단계를 위한 부분이었던 pain 

view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60%)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시각적인 부분에서 가장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외의 

Figure 11. A집단, B집단의 동기부여에 따른 기록순응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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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는 Remind message(6명) -> Quiz(3명) -> News(2명)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A와 B, 두 집단 간의 ‘기록 순응 정도’에 대한 차이를 

등분산검정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하였다. Levene의 등분산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0.106으로서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아래 Table 

3. 참조) 그러나 두 집단 간의 ‘기록 순응 정도’의 평균값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021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A그룹과 B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4. A, B그룹의 기록 순응 정도(Time) t-test 

 

 

４-４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and Post-survey 

 

추가적으로 A그룹과 B그룹 각각의 ‘기록 순응 정도’와 함께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척도, 건강 염려도(본인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 간의 

연관성을 보았다. 건강 염려도(Health consciousness)의 경우에는 총 11문항 중에 

8번째 문항이 역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값만 역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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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Group A 

Variables R (N = 8) P 

Post-survey 1* .623 .099 

Post-survey 2** .561 .148 

* Post-survey 1은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Oh & LEE, 2009)을 의미 

**Post-survey 2는 Health consciousness(HC)(Hong(2009))을 의미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Group B 

Variables R (N = 8) P 

Post-survey 1* -.340   .410 

Post-survey 2** -.328 .428 

* Post-survey 1은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Oh & LEE, 2009)을 의미 

**Post-survey 2는 Health consciousness(HC)(Hong(2009))을 의미 

 

위의 테이블(Table 4.)를 보면, A 집단(사건의존적 과제 수행)은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 문항과 Health consciousness(HC) 문항 모두 기록 순응 정도와 

상관관계값이 높게 나왔다. Survey 1, 즉 평소에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얼마나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설문을 하는지와 기록 순응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유의수준 10%내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Survey 2 같은 

경우에는 유의수준 15%내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신뢰구간이 길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상관계수의 값이 높아서 평소 본인의 견강에 집중하는 경향과 기록 

순응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Table 5를 보면, B 그룹의 경우에는 A그룹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는데, 기록 순응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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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시간의존적 과제를 수행한 그룹으로, 자발적인 인출에 의해 기록에 임한 

그룹이다.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기록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결측값(missing 

value)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P-value값도 높게 나온 듯 하다. 사실 상관관계에 

대한 4값 모두 P-value가 0.05보다 모두 높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늘려서 똑같이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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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통증 측정 및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Prospective memory라는 미래계획기억을 차용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진료 판단의 바탕이 되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보고가 지속적인 축에서 관리되지 않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나 특정질환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된 것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페이퍼 다이어리 형태와 전자 다이어리 형태의 통증 기록의 각각의 기록 준수 

정도에 대해 비교한 연구는 있으나 전자 다이어리 형태 자체의 기록을 높이기 위한 

처치를 한 연구 결과는 찾기 어려웠기에 이런 부분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통증 측정 및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미래계획기억(PM) 개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증에 대한 발현, 통증을 경험했을 그 당시의 

시점에서 기록을 하게끔 하는 것이나, 그것을 습관화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서 하루의 정해진 시간에 통증 기록에 대한 필요성이 내적 동기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제시했다. 사실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회상하는 것은 retrospective memory이고,‘미래의 특정 시간에 통증을 

기록한다’는 명제를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prospective memory이기 

때문에[21] 이 과정은 두 가지의 기억과정이 혼재되어 작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retrospective memory와 prospective memory가 혼재된 

상황에서의 습관화, 반복시연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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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추가하여 앞선 다수의 연구들에서 강조가 되었듯, 일련의 미래계획기억 관련 

과제들 중에서 ‘계획 – 개시 – 실행’의 부분에서 나이에 따른 감소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실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과 미래계획기억 적용을 통해 알람과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연령별로 실험이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30].  

앞서 결과에서 보았듯, 짧은 시간이지만 1주일 간, 동기부여에 대한 피드백으로 

피험자들은 4가지의 서로 다른 피드백에서 시각적인 Pain view(통증에 대한 

맥락표현)을 통증 기록에 대한 reminder의 필요성, 퀴즈나, 관련 기사보다도 높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선 4가지의 서로 다른 피드백 외에 추가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논의하여 적용해보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론부분에서 1차적으로 사건의존적 과제가 시간의존적 과제보다 기록의 

순응정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2차적으로 그 사건의존적 과제의 외부 

단서를 다양화 해보는 추가 연구가 이뤄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결론에서 

건강행동과 관련한 외부 단서가 건강행동과 관련이 없는 외부 단서보다 더 나은 

기록 순응 정도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한 외부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과 관련 없는 외부 단서를 제공하는 것보다 기록순응률이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는지 더 많은 수의 표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효과적인 외부 단서는 없는지 각 외부단서 별 비교가 이뤄진다면 본 논문의 향후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본 논문은 1일 동안의 통증 상황을 정해진 시간 

혹은 상황과 연계해 제안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나, 추후에는 통증 상황을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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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xt-based Daily Pain Management System with 

Prospective Memory(PM) 

 

Yoo Jeong Moon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suggests the method for adapting Prospective Memory(PM) 

concepts to develop pain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The patients’ subjective symptom report served as the foundation of 

proper treatment has a problem from limited time, recall bias or memory 

distortion, and fragmentary pain reporting. For these reason, most studies 

focused on the purpose to collect more real data persistently. Because, most 

existing studies focused on chronic disease or specific disease, assessing and 

recording general status is not treated relative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health and supply of digital device, related studies proposed changes of 

original form of pain diary to electronic form. But it was hard to find research 

about improving electronic form of diary’s own record compliance rate. So, this 

paper searched availability to use pain management system continually using 

Prospective Memory(PM). Specially, the study divided PM into ‘event-based’ 

task and ‘time-based’ task, and found out each group’s compliance rat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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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higher compliance rate from ‘Event-based’ task group than ‘Time-

based’ task group. Besides, the study reported necessity for recorded pain view, 

context-based awareness and reminder for giving people motivation. It would 

be more effective that further research have to include method to record pain 

at the right moment. 

Keywords: Daily Pain management , Prospective memory(PM) , General status 

record , Self-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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