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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Evaluation and designing quantitative test of movement 

slowness and diary on smartphone for Parkinson's 

disease.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서동증 

증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환자들을 위한 일기 디자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20 명의 환자, 15 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파킨슨병은 

뇌의 깊은 부분에 있는 기저핵 및 흑질 부분의 신경학적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만성 진행성 장애로 신체의 근육과 운동의 조정에 문제가 생긴다. mHealth 시장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 관리용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파킨슨병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리 어플리케이션 연구가 있었으나 서동증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서동증을 정량적으로 측정해보기 위한 연구 

또한 스마트폰보다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커스텀 디바이스를 

제작하여 연구가 되어 왔는데 기존 장치들은 일반인이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개발한 4 가지 검사 방법은 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UPDRS 와 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검사 방법 4 가지와 UPDRS 간의 상관관계가 오른손, 

왼손 모두 r=0.7 이상이 되었으며, 인과관계 또한 𝑅2 = 0.78 이상 나왔다.              

       

주제어 : 파킨슨병, 스마트폰, 서동증, 일기



1 

 

제 1 장 서론 
 

최근 파킨슨병 환자의 수가 2010년 6만 1,565명에서 2014년 8만 5,88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0 년 1,265 억 원에서 2014 년 2,620 억 원으로 2 배가 넘는 금액이 

증가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0~2014). 

파킨슨병은 전 세계 60 세 이상 노인의 1%가 앓고 있으며 (De Lau & 

Breteler, 2006), 뇌의 다양한 정도의 신경학적 영향을 주게 되어, 많은 운동 및 

비 운동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진행성 신경장애이다 (Jankovic, 2008). 

이러한 신경장애는 중뇌에서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병리학적 손실 및 선조체의 

신경 말단 변성에 의해 생기게 된다 (Bernheimer, Birkmayer, Hornykiewicz, 

Jellinger, & Seitelberger, 1973). 대표적인 운동 기능장애로는 움직임의 느려짐, 

움직임의 느려짐, 강직 등이 있으며, 비운동 기능장애로는 자율신경기능장애, 

인지/신경 행동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다 (Jankovic, 2008).  

파킨슨병은 다양한 약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으로는 L-DOPA 로서, 처음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약이다. 약을 먹은 

환자는 일반적으로는 움직임이 개선되나,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상운동증(dyskinesia) 및 운동기복(motor fluctuation) 등이 일어나게 되어 

움직임의 개선 목적으로 먹는 약 효과를 얻게 되지 못한다. 

연구자들은 파킨슨병의 운동 기능장애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을 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 정량적으로 측정해보려는 노력은 가속도계, 자이로센서, 

압력센서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디바이스를 착용하여 실험하거나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은 본 

디바이스들을 이용한 파킨슨병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과거에도 모바일 



2 

 

디바이스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디바이스의 기능적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 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구로는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등의 센서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 

스마트폰은 한국인의 생활에 밀접한 기기로서, 가입자 수가 2015 년 4 월 

기준 4 천 1 백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 년 55 ~ 64 세 이하 연령층의 약 

66.3%, 65 ~ 74 세는 32.8%, 75 세 이상은 9.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Korean media panel survey, 2015). 파킨슨병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아직은 노년층의 사용비율이 적으나, 65 세 이하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 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파킨슨병의 운동성 증상인 움직임의 

느려짐(서동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일기를 작성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하려고 한다. 

 

제 2 장 관련 연구 
 

2.1 Movement slowness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킨슨병 검사 방법으로는 UPDRS 이다.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는 여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운동성 증상뿐만 아니라 비운동성 증상까지 다루는 검사법이다. UPDRS 

Part III, 운동장애 평가 척도가 운동성 증상에 대한 검사 방법인데, 여기서 

서동증에 관련된 검사 방법은 총 4 가지가 있는데,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 손 

운동, 빠른 손놀림, 다리의 민첩성 검사가 그것이다. (Fahn, 1986) UPDRS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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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발전하여 MDS-UPDRS 등의 방법이 현재 병원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다.(Goetz et al., 2007)  

서동증은 기저핵에 의한 신경 장애이며, 운동 계획 및 시작, 순차적 및 동시 

작업 수행과 관련된 일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생활의 활동이 느리고 운동 및 

반응 시간이 느린 경우가 많다 (Berardelli, Rothwell, Thompson, & Hallett, 2001) 

(Cooper, Sagar, Tidswell, & Jordan, 1994). 반응시간은 인지적 느려짐으로써 

접근한 연구도 있다 (Sawamoto, Honda, Hanakawa, Fukuyama, & Shibasaki, 

2002). 파킨슨병의 서동증은 다른 파킨슨병 증상과 다르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상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적다 (Lee et al., 2016). 

 

Research 

Author 

Sensor 

types 

Method Parameter Target symptom 

Keijsers, 2006 

(Keijsers, 

Horstink, & 

Gielen, 2006) 

가속도 센서 신체 6 개 

위치에 센서를 

부착하고 

3 시간동안 

일상적인 생활 

수행 

3 축 

가속도 

서동증, 

과소운동증,  

손 떨림증 

Parma, 2014 

(Parma, 

Zanatto, 

Straulino, 

Scaravilli, & 

Flex 센서 Flex 센서가 

있는 장갑을 

끼고 타겟 잡기 

속도, 최대 

손가락 

벌림, 지연 

시간 

서동증,  

작은 움직임, 

측정과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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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iello, 

2014) 

Sofuwa, 2005 

(Sofuwa et al., 

2005) 

 

 

Camera 8-m Walkway 

에서 본인이 

편하게 걸을수 

있는 속도로 

맞춰 걸음 

속도, 길이 서동증, 걸음 이상 

 

 

Utsumi, 2012 

(Utsumi et al., 

2012) 

가속도 센서 허리에 센서 

모듈을 차고 

24 시간 

일상생활 

가속도 서동증 

Palmerini, 

2013 

(Palmerini, 

Mellone, 

Avanzolini, 

Valzania, & 

Chiari, 2013) 

가속도 센서 Timed Up and 

Go 검사 시행 

가속도 움직임 

이상증(걸음 및  

자세 이상, 서동증 

등) 

표 1 파킨슨병 서동증 관련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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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uthor 

Sensor 

types 

Method Parameter Target 

sypmtom 

LEE, 2016 

(Lee et al., 

2016) 

터치스크린 두개의 

손가락을 번 

갈아서 

두드리기 

두드린 횟수, 

위치 

서동증 

Bot, 2016 

(Bot et al., 

2016) 

터치스크린, 

가속도,  

자이로 센서 

두개의 

손가락을 번 

갈아서 

두드리기, 걷기 

등  

두드린 횟수, 

속도, 주파수 

손 떨림, 

서동증, 강직, 

etc. 

Kostikis , 

2015 (Ellis 

et al., 

2015) 

가속도 센서 스마트폰이 

장착된 장갑을 

끼고 특정 자세 

하기 

가속도, 

회전속도 

손 떨림 

Daneault, 

2013 

(Daneault, 

Carignan, 

Codère, 

Sadikot, & 

Duval, 

2013) 

가속도 센서 의자에 앉아 

팔을 걸치고 

있게 한다, 등 

가속도 손 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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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osevic, 

2013 

(Milosevic, 

Jovanov, & 

Milenković, 

2013) 

자이로,  

가속도 센서 

가슴에 

스마트폰을 

고정시키고 

Timed Up and 

Go 검사 시행 

각속도, 가속도 균형, 낙상, 

이동성 

Pepa, 2014 

(Pepa, 

Ciabattoni, 

Verdini, 

Capecci, & 

Ceravolo, 

2014) 

가속도 센서 Timed Up and 

Go 검사 시행 

가속도 동결보행 

표 2 파킨슨병 검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구 

 

파킨슨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는데, 표 1 과 

같이 가속도계, 자이로센서, 전위계, 압력센서 등을 이용하여 가속도, 거리, 압력 

등을 측정하여 파킨슨병의 증상 정도를 정량화를 노력했다. 표 2 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파킨슨병 검사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내장된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하여 

파킨슨병의 안정 떨림, 경직, 느려짐 등의 증상들을 정량화하려고 노력한 

연구들이다. 위의 연구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 시 쓰는 점수 (UPDRS, H&Y 

stage 등)와 비교 분석하여 정량화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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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Healthcare 
 

mHealth 는 기존의 telemedicine 개념에서 더욱 발전된 개념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의료 정보 제공부터 관리까지 가능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이며 전통적인 데스크톱 기반 원격 진료 플랫폼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Istepanian, Jovanov, & Zhang, 2004).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을 검사 및 관리하기 위한 연구들이 되어왔다. 

특히 만성질환은 장기간 치료 계획이 필요하며,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게 되면 건강 

향상, 삶의 질 향상, 비용적으로 효과적이다 (M, CE, CD, & et al, 2012). 

mHealth 는 사용자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환자가 사용하기 쉽고, 순응하기 

쉽게 해야 한다. mHealth 에 대한 사용자들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도구 및 플랫폼의 유용성, 수용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Hamine, Gerth-Guyette, 

Faulx, Green, & Ginsburg, 201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만성질환 연구가 되어왔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를 위한 자기관리 및 재활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Marshall, 

Medvedev, & Antonov, 2008), 천식 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연구(Pinnock, Slack, Pagliari, Price, & Sheikh, 2007), 제 2 형 당뇨병 자가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Faridi et al., 2008)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연구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 트렌드에 따라 노인 기능을 고려한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디자인이 필요한데, 스마트폰 UI 시스템을 

계획하는 경우 노인과 청소년 사이에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 그리고 노인 세대로 변화하는 과정을 두 가지 

다른 그룹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신체적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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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변화에 대한 시각, 청각 및 운동이 있으며 인지적 변화에 대한 기억과 

주의력이 있다 (조주은, 2010). 노인들의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인지하는 인지 

기능 대해서 연구가 진행됐으며 (Brouillette et al., 2013), 운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Hebden, Cook, van der Ploeg, & Allman-Farinelli, 2012).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감소하는 노년층에게 스마트폰은 더욱 많은 인지적 정보 

처리와 학습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허, 김, 

한, & 구, 2012).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과 같은 장비들을 이용한 mHealth 에서 

Quantified Self(QS), Life Log, Sousveillance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Shull, 

Jirattigalachote, Hunt, Cutkosky, & Delp, 2014). 이러한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을 

위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Saleh, Mosa, Yoo, & Sheets, 

2012). Quantified Self 는 본인의 헬스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보려는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개념이 주로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까지 이동했다. 사람들은 이제 계량화된 

본인의 헬스데이터를 이용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 

(Barcena, Wueest, & Lau, 2014). Quantified Self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연구가 되어 왔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Quantified Self 연구들도 

진행되어왔다 (Swan, 2012). 

본 연구에서는 Quantified Self 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mHealth 기반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직접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안 및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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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AKS 요구사항 및 개발 
 

3.1 PAKS 요구사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내원하는 파킨슨병 환자들 중 필요한 경우 내원하기 

3 일 전부터 일기를 쓴다. 일기는 그림 1 과 같이 수면, 약 기운, 운동성 증상, 약 

복용에 대한 내용을 매시간 적는다. 본 일기를 사용하는 병원 의사들은 가장 

최근의 병세를 판단하고 진단ㆍ처방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집에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며, 일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R. 

A. Hauser et al., 2006; R. a Hauser et al., 2000; Montgomery & Reynolds  Jr., 

1990). 하지만 환자들이 기록하는 일기는 운동성 증상에 대한 기록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기록을 주관적인 판단하에 작성하며 때때로 기록을 누락하기도 한다. 

이에 객관적인 수치와 지속적 일기의 기록을 돕고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킨슨병 움직임의 느려짐의 정량적 측정 및 일기를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요구 사항을 수집했다. 

 

3.1.1 Doctors needs 
 

파킨슨병을 진료하는 의사 2 명에게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3 과 같이 의사들의 요구 

사항으로는 크게 일기와 정량화로 나뉠 수 있다. 의사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일기를 스마트폰에 넣게 된다면 입력 시간의 구체적인 시간이 저장되면 좋겠다고 

했으며, 일기가 저장되면서 정량적인 데이터도 같이 저장되길 원한다고 했다. 일기 

기입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며,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은 기록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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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고 응답했다. 일기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약 복용에 대한 내용과 약 

효과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진료 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길 원하며, 환자들 또한 본인들의 기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림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파킨슨 환자 다이어리 작성 예시 

 

의료진 인터뷰(N=2) 

1. 일기의 지속적 기입 및 구체적 시간 측정- 게임 후에 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연동 

2. 일기의 기입 간격은 좁을수록 좋다  

 최소한 한 시간 간격 

 일기 작성시, 구체적인 시간에 일어난 반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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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일기를 쓸 때는 9 시 10 분 좋았고, 9 시 30 분 안 좋았다.  (이런 

데이터들도 남겨줬음 좋겠다.) – 시간간격조절기능. 

3. 일기 UI 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약 기운 있음 (좋음, 과도한 흔들림), 약 기운 

없음, 약 복용 – 수면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진료시 확인, 일어날 때 일기 

작성하면 문제 없음) 

4. 환자들의 데이터는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 혹은 웹 상에서 보는 게 좋다.  외래 볼 

때는 컴퓨터를 통해 환자의 자료를 보기 때문에. 

5. 환자가 게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환자들이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6. 정량적으로 환자들의 데이터가 모아지면 좋겠다. 

7. 정량적으로 모아진 환자들의 테스트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며, 

가장 높은 수치, 가장 낮은 수치의 시간 및 투약 시간을 따로 표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표 3 의료진 인터뷰(N=2) 

 

3.1.2 Patients need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전에 파킨슨병 환자들의 요구 사항을 듣기 위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n=9)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식 4 문항과 주관식 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자가 설문자 앞에 앉아서 

인터뷰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기 작성여부(n=9) 경험 있음 경험 없음 

 3 명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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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빈도(n=9) 자주 사용 

6 명 

거의 사용하지 않음 

3 명 

스마트폰 게임 이용 (n=9) 이용 

4 명 

비이용 

5 명 

진료에 있어서 본인의 몸상태를 

충분히 말하는 편인가? (n=9) 

충분함 

8 명 

충분하지 않음 

1 명 

표 4. 인터뷰 객관식 문항 답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 (n=9) 

1.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자판을 치는게 어렵다. 

2. 글자를 하나만 지우고 싶었는데 행동이 느려서 다수를 지우는 경우가 있다. 

3. 손 떨림으로 인해서 자판 치기 어렵다. 

표 5. 인터뷰 주관식 문항 답변-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상태 기록에 대한 예상되는 불편한 점 (n=9) 

1. 기록하는 것은 좋으나, 글자를 적는 것은 어렵다. 

2. 본인의 증상을 주관적으로 적으라고 할 때, 비교 대상이 없다. 객관식으로  

3. 손 떨림으로 인해서 자판 치기 어렵다. 

표 6. 인터뷰 주관식 문항 답변-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상태 기록에 대한 예상되는 불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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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결과 

1. 기존에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종이)를 더 많이 쓰겠다는 의견. 상태에 대한 

기록에 있어 수면이나 약 복용의 경우에도 자신의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대부분이 대답하였다. 즉, 대부분 자신이 3~6 개월마다 한번씩 만나는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약에 대한 필요성을 환자들 모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약 복용에 굉장히 

민감하다. 환자마다 약 복용을 얼마나 평상시에 잘 준수하고 있냐에 대한 차이가 

크지만 약 복용에 대한 알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공통된 답변을 하였다.  

3. 복약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복약해야 할 약을 임의로 먹지 않거나 시간을 늦게 먹는 경우가 있었고, 

그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약을 극복해보고자(한번 끊어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다.  

4. 본인의 증상을 본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갖고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증상을 체크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정확하게만 측정이 되고, 내가 정확히 쓸 수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함 거부감은 없었다.  

표 7 심층인터뷰 내용 정리 

 

3.2 PAKS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시스템은 PAKS 라고 명명했다. PAKS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는 총 4 단계로 그림 2 와 같이 진행 되었다. 1 단계 : 

설문조사 & Low fidelity prototyping, UT.  2 단계 : UT 적용 및 PAKS TEST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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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UT.  3 단계 : UT 적용 및 PAKS TEST 용 

어플리케이션 최종 개발.  4 단계 : PAKS TEST 실험으로 진행 되었다. 

 

그림 2. PAKS 개발 단계 

 

3.3 PAKS TEST feature 
 

표 1, 표 2 와 같이 파킨슨병 증상을 정량화 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 진행되어 왔던 연구들이 측정요소들로는 속도, 

가속도, 누름 강도, 반응속도, 굽은 정도, 각속도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커스텀 디바이스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량화해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정량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요소로는 누름 속도, 반응속도, 각속도, 누름 가속도이다. 본 

측정요소들을 기반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더 나아간 TEST 들을 아래와 같이 

개발했다. 

 

설문조사 &  

Low fidelity 

prototyping, 

UT 

1 단계 

 

 

UT 적용 및 

PAKS 

TEST 용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UT 

2 단계 

 

UT 적용 및  

PAKS 

TEST 용 

어플리케이션 

최종 개발  

3 단계 

PAKS TEST 

실험 

 

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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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S TEST 1 – 누름속도테스트 : 손가락을 이용한 속도 측정 테스트로서 

Muir 의 연구에 의하면 정해진 부분을 여러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과 단일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 했다 (Muir, Jones, Andreae, & Donaldson, 1995).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존의 손가락 두드리기 연구들은 다수가 2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Bot et al., 2016; Lee et al., 2016).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한  

스마트폰 기반 테스트와 다르게 1 개의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스트가 정량화를 하기에 유의한지 보기 위해 스마트폰에 일정 영역을 

타겟으로 하여 디자인했다. 손 떨림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UT 에서 

터치스크린의 중심부만 누르기를 어려워했다. 

 

PAKS TEST 2 – 인지속도테스트 : 반응속도 측정은 인지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파킨슨병은 인지속도의 느려짐이 있으며, 이러한 인지속도의 감소는 

2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타겟 인지 속도의 느려짐과 타겟을 누르기 위한 

손의 행동의 느려짐을 볼 수 있다 (Tachibana, Aragane, Miyata, & Sugita, 

1997; Wang, Thomas, & Stelmach, 1998).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로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GO/No GO 테스트는 Target 이 나오면 해당되는 

반응을 하도록 하는 태스크를 준다 (Cooper et al., 1994; Tachibana et al., 

1997). GO/No GO 와 같이 반응속도의 감소를 보는 테스트를 target 을 맞추는 

것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Tong 과 Chignell 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두더지 게임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했다 (Gauntlett-gilbert & 

Brown, 1998; Tong & Chignell, 2014). Tong 과 Chignell 의 연구는 9 개의 

타겟의 위치 중에 나오는 곳을 터치하는 것으로 타겟(Go)만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n-타겟(No Go)을 추가하여 인지적인 처리 난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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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S TEST 3 – 각속도테스트 : 각속도 및 가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UPDRS Ⅲ의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이다 (Fahn, 1986).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는 기존 연구에서 압력센서 및 가속도 센서 등을 

손가락에 부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Kim et al., 2011; Okuno, Yokoe, 

Akazawa, Abe, & Sakoda, 2006; Yoko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험을 진행한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PAKS TEST 4 – 피아노테스트 :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로 TEST1 과 같이 

손가락 1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Jobbagy 외 3명은 손가락 4개를 이용하여 

피아노 치듯이 테스트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Jobbágy, Harcos, Karoly, & 

Fazekas, 2005). 비슷한 연구로 Muir 가 연구한 연구에서도 4 개의 센서를 

두드리는 것이 있다. 기존에 개발한 방법은 책상 위에 압력센서를 두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손가락에 발광체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 해당 

불편함을 없애고 스마트폰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PAKS Test 종류 기존 차이점 

TEST 1 

누름속도 테스트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한 개의 

타겟을 누름(Bot et al., 2016),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두개의 타겟을 

번갈아 누름(Lee et al., 2016). 

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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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 

인지속도 테스트 

커스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반응속도를 측정(Tachibana et al., 

1997), GO/NoGO TEST 에서 

타겟(GO)만 있음(Tong & Chignell, 

2014) 

GO/NoGO TEST 

기반의 타겟과  

non-타겟 (NoGO)을 

무작위 위치에 배치 

TEST 3 

각속도 테스트 

커스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측정(Yokoe et al., 2009), 의사가 

문진을 통해 검사하는 UPDRS(Fahn, 

198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측정. 기존의 

연구에서 쓰인 세기에 

대한 파라미터는 

없음. 

TEST 4 

피아노 테스트 

커스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측정 

(Jankovic, 2008; Muir et al., 199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측정. 기존에 쓰인 

속도 이외의 측정 

요소는 안 쓰임. 

표 8 기존 TEST 와의 차이점 

 

 

3.4 PAKS Prototyping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마친 후, 환자들에게 실험을 진행할 PAKS Test 를 

개발했다. 표 9, 그림 4 와 같이 총 4 가지의 테스트 방법으로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체크하기 위해 개발했다. (a) 검사 방법은 누름속도테스트로서, 한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10 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터치하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값은 누른 속도 값이 나오게 된다. (b) 검사방법은 인지속도테스트로서, 타겟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누르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타겟 이외에도 누르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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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타겟이 존재한다. (c) UDPRS 검사 방법의 Part3 에 있는 손가락 오므렸다 

펴기 동작을 응용한 것으로, 각속도테스트이다. (d)피아노테스트는 피아노 치듯이 

두 번째 손가락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움직이는 테스트이다. 

 

 

PAKS Test 종류 실험방식 파라미터 

누름속도 테스트(TEST1) 10 초동안 반복적으로 누르고 때기 속도 

인지속도 테스트(TEST2) 5 개의 고정 된 위치 중의 무작위로  

나오는 목표물을 누르기 

반응속도 

각속도 테스트(TEST3) 엄지와 검지를 쥐었다 폈다 10 회 반복 각속도 

피아노 테스트(TEST4) 검지부터 소지순으로 화면을 눌렀다  

때기를 10 초동안 반복 

가속도 

표 9 PAKS Test 

 

파킨슨 환자 10 명을 대상으로 그림 3 과 같이 미리 제작한 일기 부분의 

Paper prototyping 을 제시한 후 Utility test(UT)를 진행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이 

구현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환자의 상태 및 Diary 사용 전반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였다. Utility test 전 과정은 비디오로 촬영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는 각 Depth 의 깊이에 따른 선호가 있는지, UI 에 대한 인지적인 

불편함이나 선호가 있는지, 이탈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항목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그 외에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aper Prototyping 사용성 테스트의 목적과 각 문항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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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aper prototyping 

 

Paper Prototyping 

UT 목적 
Paper Prototyping UT 결과 

1) Depth 의 

깊이에 따른 선호도 

의미 : 다이어리의 경우 ‘수면’, ‘약기운이 남아있는지의 

여부’, ‘몸상태에 대한 질문(과도한 떨림에 대한 유무)’, 

‘파킨슨 약 복용 여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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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체크하는 것이 좋을지, Depth 가 생기더라도 

여러화면에 나누어 체크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하는 것.  

 환자들 대부분(10 명 중 9 명)이 depth 가 

생기더라도 여러 화면에 나누어 컨텐츠를 담는 것을 

선호하였다.  

 손에 떨림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안을 겪고 있는 노인환자들이 

많으므로 최대한 크게 스마트폰에 글자가 나타나고 

동시에 버튼이 크고 시원한 UI 를 선호하였다. 

2) UT 도중 

이탈되는 포인트 

이탈점 : 기록을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지만 혹시 놓친 

경우에, 전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이어리를 기록하게 하려면 

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환자들 중 간혹(10 명 중 3 명)이 화살표로 

표시된 시간을 햇갈려 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록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돌아가보세요’ 라는 주문에 대해 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몇 초 이상 

머뭇거리는 행동이 보였다.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아예 홈 화면으로 나오는 행동도 보였다. 

 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행동의 경우 

‘화살표’ 표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직관적으로 ‘전’시간 때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데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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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의 

직관적인 이해 정도 

의미 : 각 아이콘, 화살표, 지시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해당 아이콘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 

 ‘수면’의 경우에는 O, X 의 비교적 간단한 

표시였음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위의 ‘▲’ 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화살표의 경우에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함.  

 아무래도 최소 5 년에서 2~30 년의 투병 

기간을 가지고 의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안의 간단한 설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학습과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 

 설문에 대한 것보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직관적인 아이콘을 만들고 보완하도록 할 것 

4) 전반적인 

스마트폰 이용 행동 

의미 : 피험자들이 대부분 60~70 대의 노인분들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2G 폰의 기능에 좀 더 익숙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스마트폰 또한 제한적인 사용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테스트와 다이어리를 진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작은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시켰을 때나 포털 사이트 안에서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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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능을 미션으로 진행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다.  

 약기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약기운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은 버튼이나 

목표한 타겟 버튼을 누르는 것에 능숙했으나, 

약기운이 떨어진 후에는 원래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제한이 많이 생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전화 걸기/받기, 간단한 검색, 문자 쓰기, 

사진찍기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써본 적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기본 기능 외에 어플리케이션 다운을 

통한 스마트폰 활용 경험이 20~30 대에 비해 적음) 

5) 알림에 대한 

거부감 여부 

의미 : 다이어리를 통한 ‘약물 복용 알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함. 

 알림의 경우에는 하루의 최대 5 번 

정도(아침기상 시, 매 끼니때, 자기 전) 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 

 5 번 이상의 알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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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약을 복용하는 시간에 다이어리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대답이 

많았음 

표 10 파킨슨병 환자 대상 UT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추가적으로 표 10 에 정리한 UT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환자의 상태 및 

일기 사용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종이 형태)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록을 모두 진행을 해보았을 때, 기존의 종이 형태를 더 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무래도 기록을 하는 행위에 대해 친숙한 형태가 

종이이고, 기존에도 사용해왔기 때문에 편리하게 느끼는 것 같다. 약 복용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3~6 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는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 명 중 7 명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의사는 3~6 개월 간의 기간 동안 단편적인 환자의 지식 정보, 편향된 왜곡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인터뷰한 10 명의 파킨슨 환자들은 약 복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크게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 복용 여부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다. 환자마다 약 

복용을 얼마나 평상시에 잘 준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크지만 약 복용에 대한 

알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은 공통으로 도출되었다. 약 복용에 대한 

특이 사항으로는 복약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였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복약해야 할 약을 임의로 먹지 않거나 시간을 늦춰서 먹는 경우가 

있었고, 그에 따른 몸의 불편함, 약물 복용 불이행에 대한 위험함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파킨슨병의 관리가 본인의 자의적인 의지로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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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한번 끊어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앞에 말했듯이, 파킨슨병 

자체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다 보니 본인의 병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의 병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부분 때문에 

약물복용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듯 보였다.  

마지막 질문은 “본인의 증상을 주관적인 의견을 갖고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은지 말해주세요” 였다. 

환자들의 대부분(10 명 중 9 명)은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하고, 정확하게 증상을 체크한다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 

일기 부분의 Paper prototype 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림 4 에 나와있는 PAKS 

TEST 들의 프로토타입(이미지)을 스마트폰에 넣어 환자들에게 UT 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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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KS TEST 프로토타입 (a)누름 속도 테스트, (b)인지 속도 테스트, (c)각속도 테스트, 

(d)피아노 테스트 

 

분류 문제점 

일기 일기의 경우 2 가지 타입(1 번-b, 2 번-c,d)을 

이용해서 비교 했다. 1 번 타입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 번 타입은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나 하나씩 해 나가는게 

불편하고 귀찮다는 의견이 나왔다. 

a)v 

d)v 

b)v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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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일기 O, X 의 의미는 알겠지만 ▲는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TEST 2 Non-target 이 없어서 다른 테스트들의 측정 

요소와 차이가 별로 없었다. 

TEST 3 손 동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했다. 

TEST 4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느껴서 각 색의 영역에 

손가락을 맞춰서 누르려고 하기 보다는 

순서대로 누르려고만 했다. 

표 11. Paper prototyping 문제점 도출 결과 

  

표 11 과 같이 Paper prototyping 을 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기반으로 수정을 

진행 하였다. 최종 수정 디자인 수정 후, 일기 부분 디자인 작업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개발 환경은 표 12 와 같다.  

 

 

구분 환경 

운영체제 Window 버전 : Window 8 

프로세서 : i7 processor 3.4 GHz 

메모리 : 8G 

시스템종류 : 64 비트 운영 체제 

개발 IDE Android studio 2, Android SDK 

개발언어 JAVA 

표 12 PAKS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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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iary feature 
 

일기는 하루 중 약에 의해 운동 기능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는 ON 상태와 

반대로 개선 효과가 없는 OFF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R. a Hauser et al., 

2000).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UT결과인 표 10과 표 11 UT를 기반으로 

그림 5 와 같이 스마트폰 일기를 디자인했다. 

 

그림 5 환자, 의사들의 요구조건 및 UT 진행 결과 반영 스마트폰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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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Test application 
 

실험에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은 그림 6, 7 과 같이 개발했다. 그림 6. (a)는 

메인화면이다. (b)는 각 TEST 시작 전 대기화면이다. (c)은 각 TEST 가 끝나면 

나오는 화면이다. 

 

 

그림 6. 실험용 Application 화면 

 

그림 6 은 실험용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테스트들의 모습이다. (a)는 

TEST 1 의 디자인이며, (b)와 (c)는 TEST 2 디자인이고, (d)는 TEST 3 이며, 

(e)는 TEST 4 디자인이다. 여기서 TEST 2 는 (b)의 경우 non-타겟이며, (c)가 

타겟의 모습이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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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용 Application PAKS TEST 

 

 

 

 

 

 

(a)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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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방법 
 

4.1 피험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원하는 파킨슨병 외래 환자(66.60 ±8.5)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들의 세부 정보는 표 13 과 같다. 

  N Mean(±SD) 

성별 남성 10 

여성 10 

나이  66.60 (±8.5) 

UPDRS Ⅲ 점수  15.6 (±10.044) 

스마트폰 보유 보유 10 

미보유 10 

표 13. 피험자 정보 

 

4.2 대조군 
 

신경생리학적 문제가 없으며 운동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인을(60.87 

±4.051) 대상으로 대조군으로 잡고 실험을 진행했다. 대조군은 표 14 와 같다. 

  N Mean(±SD) 

성별 남성 6 

여성 9 

나이  60.87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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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RS Ⅲ 점수  0 (±0) 

스마트폰 보유 보유 13 

미보유 2 

표 14. 대조군 정보 

 

4.3 실험 방법 
 

그림 8 과 같이 실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K-MMSE 검사와 의사 

진료 시 UPDRS Part Ⅲ 부분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의사의 진료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로 연구자가 있는 방으로 환자를 옮겼으며, 연구자 앞에 환자가 

착석하게 되면 간단한 설명 후 실험 시작 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인 PAKS TEST 를 진행했다.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 

단계로 실험 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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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 방법 

 

4.4 K-MMSE 
 

피험자와 대조군이 실험에 참여 가능할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 및 선정하기 위해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Kang, Na, & Hahn, 1997)를 시행했다. K-

MMSE 는 한국인에 맞게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도구인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MMSE)을 이용하여 맞게 만들어진 도구로서, 적용이 

쉬우며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인지능력 검사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hételat et al., 2005). K-MMSE 점수 기준 23 점을 기준으로 인지 기능장애의 

평가 기준점으로 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3 점 이상인 피험자와 대조군을 

섭외해서 실험을 진행했다. 



33 

 

4.5 기본 설문 
 

기본 설문으로 PAKS TEST 시작 전 사전기본설문과 끝난 후 

사후기본설문으로 나눠 시행했다. 사전기본설문으로는 투병기간, 스마트폰유무, 

스마트폰 사용빈도, 주손(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등), 증상이 있는 손(왼손, 오른손, 

양쪽)을 물었으며, 사후기본설문으로는 PAKS TEST 중 가장 쉬운 테스트, 가장 

어려운 테스트, 가장 재밌는 테스트, 가장 재미없는 테스트를 물었다. 

 

4.6 분석 방법 
 

4 개의 TEST 의 결과값은 후처리 과정을 하고 나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하기 위한 통계 패키지로는 SPSS 20.0 를 이용했다. 피험자와 대조군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Mann-Whitney Test 를 사용했다. UPDRS 점수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과 Linear 

regression 를 사용했다. 

 

4.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KUGH15326-001, 승인일자: 2016. 1. 21(ver.7.0)]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면으로 자료수집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및 연구자료 관리와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에 대상자가 참여에 동의하였을 경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료는 모든 연구가 끝나게 되면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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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5.1 PAKS Test 결과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파킨슨병 서동증의 

정량적 측정 테스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피험자와 대조군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Mann-Whitney U Test 를 사용했다. UPDRS 점수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했다. 

 

5.2 PAKS Test 검정 
 

Variables PD Control 

Mean SD Mean SD 

TEST1** Right hand 194.671850 29.7124134 162.028724 15.0692216 

TEST2* Right hand 2395.861700 444.5380716 1803.706667 217.2953980 

TEST3** Right hand .461550 .4923689 .066920 .0295056 

TEST4* Right hand 1946.434600 519.4769179 1134.476325 296.8559901 

TEST1* Left hand 215.968450 49.4788673 170.086385 16.6772240 

TEST2* Left hand 2296.926700 425.2696035 1947.271133 223.5169799 

TEST3** Left hand .399450 .3436959 .061333 .0172613 

TEST4* Left hand 1945.245400 768.7550153 1233.736384 350.0706924 

*T-test (p<0.01), **Mann-Whitney U test (p<0.01) 

표 15. 파킨슨병 환자와 대조군 검정 결과 

 

파킨슨병 환자와 대조군의 비교 분석을 위해 T-test 와 Mann-Whitney U 

test 를 이용하여 검정했다. 검정 전, 정규분포 검정인 Kolmogorov-Smirnov 



35 

 

test 를 이용하여 검정했다. 그 결과, 표 15 와 같이 오른손의 TEST 2,4 와 왼손의 

TEST 1,2,4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왔으며, 오른손의 TEST 1,3와 왼손의 

TEST 3 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정규분포를 이루는 TEST 들은 

T-test 를 사용했으며,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TEST 들은 Mann-Whitney U 

test 를 사용하여 검정했다. 검정 결과는 모두 p 값이 0.01 이하로 나와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PD 환자의 평균값이 대조군의 

평균값보다 모든 TEST 에서 크게 나와 PD 환자가 대조군보다 느린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표본오차의 경우도 대조군보다 PD 환자의 값이 더 크게 나왔다. 

 

5.3 PAKS Test Correlation Analysis 
 

UDPRS Ⅲ 점수와 PAKS TEST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표 16 과 같이 UPDRS Ⅲ 점수와 PAKS TEST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0.7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왔다. 오른손에서는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TEST2 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왼손에서도 또한 TEST2 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오른손보다 왼손 TEST 가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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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RS T1R T2R T3R T4R T1L T2L T3L T4L 

UPDRS  .755** .838** .783** .725** .762** .866** .790** .797** 

T1R .755**  .718** .624** .505* .814** .687** .699** .618** 

T2R .838** .718**  .797** .670** .819** .836** .881** .761** 

T3R .783** .624** .797**  .527* .635** .665** .843** .614** 

T4R .725** .505* .670** .527*  .456* .712** .479* .818** 

T1L .762** .814** .819** .635** .456*  .817** .820** .671** 

T2L .866** .687** .836** .665** .712** .817**  .841** .816** 

T3L .790** .699** .881** .843** .479* .820** .841**  .702** 

T4L .797** .618** .761** .614** .818** .671** .816** .702**  

* p<0.05, ** p<0.01   

표 16. PAKS TEST 와 UPDRS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5.4 PAKS TEST Linear Regression 
 

UDPRS Ⅲ 점수와 PAKS TEST 간의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는 표 17 과 

같이 나왔다. UPDRS Ⅲ 점수와 각 PAKS TEST 를 단순선형회귀 분석결과, 

오른손의 경우 TEST 2(TEST 2 RH)가 가장 높은 𝑅2 값이 나왔으며, 왼손의 경우 

또한 TEST 2(TEST 2 LH)가 가장 높은 𝑅2 값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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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β 𝑅2 γ Durbin-W 

TEST 1 RH .755 .570* .755* 1.098 

TEST 2 RH .838 .703* .838* 1.275 

TEST 3 RH .783 .613* .783* .967 

TEST 4 RH .725 .526* .725* 1.401 

TEST 1 LH .762 .581* .762* .909 

TEST 2 LH .866 .750* .866* 1.441 

TEST 3 LH .790 .624* .790* .790 

TEST 4 LH .797 .635* .797* .980 

* p<0.01  

표 17. PAKS TEST 와 UPDRS 간의 단순선형회귀분석 분석결과 

 

단순선형회귀분석은 각 TEST 한 개씩 인과관계를 보았다면, 표 18 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PAKS TEST4 개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오른손의 경우 𝑅2 값은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제일 잘 나온 값인 0.703 보다 높은 

0.824 값이 나왔으며, 왼손의 경우 또한 표 19 와 같이 𝑅2  이 

단순선형회귀분석에서 제일 잘 나온 값인 0.750 보다 높은 0.788 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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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Durbin-W 

Constant -27.963 9.857  -2.837  1.666 

TEST 1 RH .092 .053 .272 1.730 2.103  

TEST 2 RH .005 .005 .224 .996 4.302  

TEST 3 RH 5.758 3.695 .282 1.558 2.789  

TEST 4 RH .006 .003 .289 1.973 1.820  

 𝑅2 = 0.824, γ = 0.907, F = 17.502, p = 0.001 

표 18. 오른손 PAKS TEST 와 UPDRS 간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Durbin-W 

Constant -21.367 11.032  -1.937  1.153 

T1R .020 .046 .101 .442 3.676  

T2R .011 .007 .446 1.544 5.914  

T3R 4.357 7.094 .149 .614 4.179  

T4R .003 .003 .261 1.269 2.996  

 𝑅2 = 0. 788, γ = 0.888, F = 13.979, p = 0.001 

표 19. 왼손 PAKS TEST 와 UPDRS 간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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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PAKS Test 사후 설문결과 
 

PAKS TEST 가 종료된 후 진행된 사후설문결과로 표 20 과 같이 나왔다. 각 

테스트 중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있거나 없는, 재미있거나 없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난이도가 가장 쉬운 테스트는 TEST 2 이고, 가장 어려운 테스트는 

TEST 4 이며, 가장 재미있는 테스트는 TEST 2 이었으며, 가장 재미없는 테스트는 

TEST 4 이었다. 

 난이도 

쉬움 

난이도 어려움 재미있음 재미없음 

TEST1 3 0 1 1 

TEST2 11 1 16 0 

TEST3 4 1 2 5 

TEST4 2 18 1 14 

표 20. 왼손 PAKS TEST 와 UPDRS 간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제 6 장 고찰 
 

6.1 PAKS 
 

본 연구는 파킨슨병의 서동증을 정량화 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파킨슨병 

증상을 정량화 방법 들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추출하였으며 그 지식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맞는 파킨슨병 증상의 정량화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연구이다.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20 명의 



40 

 

환자와 신경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없는 건강한 대조군 15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6.2 PAKS TEST 논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PAKS TEST 들은 파킨슨 환자와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대조군에 비해 

파킨슨 환자들의 테스트 값의 평균이 느리게 나왔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피험자들은 테스트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이해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해본 경우도 있었다. 실험은 이해를 하였으나, 동작이 어려워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여러 번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PAKS TEST 1,2,3 은 그 

비율이 낮았으나 TEST4 의 경우 1/3 의 피험자가 3 회 이상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다. 

TEST 와 UPDRS Ⅲ 점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왼손, 오른손 TEST 가 

통계적으로 상관계수 0.7 이상으로 유의수준 0.05 보다 작은 유의수준을 

보임으로써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오른손 TEST 와 UPDRS Ⅲ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TEST 는 인지속도검사 (TEST2) 로서 r=0.838 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결과가 나왔다. 인지속도검사의 경우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몸의 움직임의 느려짐과 파킨슨병의 비운동적 증상 중 하나인 인지속도 감소 또한 

측정요소로 들어가 있다 (Gauntlett-gilbert & Brown, 1998). 

왼손 TEST 와 UPDRS Ⅲ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TEST 는 오른손과 

동일하게 TEST 2 이며 r=0.866 으로 오른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EST 들 간의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TEST 로는 오른손의 경우 



41 

 

인지속도검사(TEST 2)와 각속도검사(TEST 3)으로 r=0.797 이 나왔으며, 왼손도 

동일하게 TEST 2 와 TEST 3 가 가장 상관관계가(r=0.841)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선형선형회귀분석 결과에서 각 TEST 별로 시행한 회귀분석 결과는 상관관계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TEST 2 가 오른손(𝑅2=0.703), 왼손(𝑅2=750) 모두 인과관계가 

가장 높았다. TEST 를 모두 변수로 설정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는 각 TEST 

별로 시행한 단순선형회귀분석보다 오른손(𝑅2=0.824), 왼손(𝑅2=0.788) 모두 더 

높은 인과관계가 있게 나왔다. 단일 TEST 로 측정 및 분석 할 때는 왼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4 개의 TEST 의 값을 연동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기에는 

오른손이 더 좋다. 

TEST 2 가 가장 쉬웠다고 다수가 응답했는데, 다른 3 개의 TEST 들 보다 

몸의 움직임이 연속되지 않고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쉽다고 응답한 것 

같다.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것은 TEST 4 이었는데, 피험자들이 수행을 하다가 

손가락 순서가 꼬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4 개의 손가락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했다. 가장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것은 쉽다고 생각한 것과 같은 TEST 2 

이었는데, 단순히 신체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것 같다. 가장 재미없다고 응답한 것은 TEST 4 로, 

피험자들이 어려워하여 재미가 없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제 7 장 결론 
 

7.1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파킨슨병 움직임의 

느려짐의 정량적 측정 테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선형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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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으며, 선형회귀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할 수 있을 정도의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만을 이용해서도 서동증을 측정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 PAKS 시스템 전체 모식도 (a)관리자에 의한 알림 전송, (b)환자 기록율 확인, (c)환자 

데이터 전송, (d)내원일 정보 전송, (e)Test 데이터 및 일기 정보 전송, (f)본인의 Test 기록 추이 

확인 및 알림 확인 

 

본 연구가 적용될 수 있을 그림 9 와 같은 PAKS 시스템을 제안해보았다. 

시스템은 관리자, 서버, 병원, 환자로 구성된다. 관리자는 PAKS 시스템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기록률이 적은 환자들에게 알림을 보내며, 서버를 

주요하게 다룬다. 서버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며, 데이터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여 보관하게 된다. 병원은 환자들의 기록을 서버에서 

가져오게 되며, 허가된 의사에게 환자의 정보를 전달해준다. 병원이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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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 병행 가능하다. 환자는 PAKS TEST 및 일기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사용해 정해진 시간마다 테스트 및 일기를 작성하게 된다. 

본인에 한해서 과거의 기록을 열람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환자를 위한 본인의 증상에 대한 정량적 측정을 

통해 의사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7.2 제언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서동증을 정량적으로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 과정을 통해서 나온 정량화를 하기 위한 측정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비교와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증상체크 일기작성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계획으로서 첫 번째, 환자 20 명과 일반인 15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등분산가정을 따르지 않았던 

TEST 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보았으나, 환자들의 PAKS TEST 점수 값들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만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 혹은 환자들이 평가하기 쉬울 것이다. 

세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약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어있었다. 약 효과가 

없는 OFF 상태의 환자에게 실험하고 약을 투여 후 1 시간 후에 ON 상태 일 때 

측정을 하게 되면 약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네 번째로, 이번에 

개발한 PAKS TEST 어플리케이션은 실험을 위한 것으로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개발을 진행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제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는 한 환자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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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 진행되는 테스트로 환자의 연속적인 상태를 점검 가능한지에 대한 결과가 

없다. 환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체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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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and designing quantitative test of movement 

slowness and diary on smartphone for Parkinson's 

disease. 

Jang Do Young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paper, I propose application design of diary and quantitative measurement 

of movement slowness of Parkinson 's disease(PD) patients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In this study, 20 patients and 15 control subjects were tested. PD is a 

chronic, progressive disorder that affects nerve cells in deep parts of the brain, called 

the basal ganglia and the substantia nigra,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the body’s 

muscles and movement. With the growth of the mHealth market, a variety of 

smartphone-based applications for disease management have emerged. PD has also 

been studied in smartphone-based management application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o manage it. In Experiment, we compared the UPDRS mainly used in hospitals 

and our self-assessment tool that name is PAKS (Parkinson disease test for Self-

assessment) which measures PD patients’ slow movements using four different methods. 

Four test methods on smartphone developed proposed in this paper were UPDRS and 

statistical analysis used to diagnose PD in hospital.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between UPDRS and the proposed methods in this paper are r > 

0.7, 𝑅2 > 0.78 both the right and left hand. 

Keywords: Parkinson’s disease, smartphone, bradykinesia,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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