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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통증은암환자들이겪는가장흔하며고통스러운증상 의하나이며,암의진단 기에있거나 극 인

항암치료를받고있는환자의30～50%,진행성인경우에는약60～70%,말기의경우에는80~90%정도가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러한 암 환자들에게 있어 체계 이고 사용하기 쉬

운 통증 리 로그램이 없어이에 한 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본 논문은 암수술생존자 퇴원 환자

가 겪는 통증의 리에 있어 돌발성 통증 발생 시 신속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암 통증

자가 리알고리즘을제안한다.제안알고리즘은타당한가이드라인 정립을 해조사지와 평가지,그리고

NCCN(NationalComprehensiveCancerNetwork)가이드라인을 참조하 으며,설계된 알고리즘의 평가

를 해 20명의 암 환자 실험군을 상으로 한 달간 시범 서비스를 수행하 다.제안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하여 시범 서비스 결과를 문 의료진을 통해 검토한 결과,90%의 합성 단을 도출하여 제안 알고리

즘의 실효성을 검증하 다.의료 문의 결과 부 합 단의 경우 통증 일기의 리에서 합한 결과를 도

출하지 못했으며 이에 한 향후 연구로 사용자 맞춤형의 통증 일기 알고리즘을 추가로 연구하고자 한다.

■ 중심어 : 돌발성 암 통증 암 환자 암 통증 자가 관리 알고리즘 암 통증 가이드라인

Abstract

Painisoneofthemostcommonandpainfulsymptomsthatcancerpatientssufferfrom.Pain
seriouslyaffects30-50% ofthepatientsattheearlycancerdiagnosisstageorwhoreceiveactive
anticancertreatments,60-70% ofthepatientswithprogressivecancer,and80-90% ofthe
patientsatthelatestageofcancer.However,thereisnosystematicandeasypaincontrol
program forthecancerpatients.Inthisstudy,analgorithm isproposedtoprovidequickpain
reliefserviceupontheoccurrenceofsuddenpain,forthepurposeofcontrollingthesuddenpain
thatcanceroperation survivors experience.In developing the algorithm,questionnaires,
evaluation forms and NationalComprehensive CancerNetwork (NCCN)guideline were
considered,andatrialservicewasprovidedtoagroupof20cancerpatientsforamonthto
evaluatethedesignedalgorithm.Theresultsofthetrialservicewereexaminedbyexpertmedical
workerstoevaluatetheproposedalgorithm,anda90% compatibilitydecisionwasderived,which
verifiedtheeffectivenessoftheproposedalgorithm.Inthecaseofincompatibilitydecision,the
managementofthepaindiarydidnothavecompatibleresults.Therefore,thefurtherstudywill
additionallyaddressthecustomizedpaindiaryalgorithm.

■ keyword : Sudden Cancer Pain Cancer Patient Self-Control Algorithm of Cancer Pain Cancer Pai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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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증은암환자들이겪는가장흔하며고통스러운증

상 의하나이며,암의진단 기에있거나 극 인항

암치료를받고있는환자의30～50%,진행성인경우에

는 약 60～70%,말기의 경우에는 80~90%정도가 통증

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통계에따르면 세계 으로4백만정도의암

환자들이통증으로고생하고있다고한다.이러한극심

한통증은일상생활을방해할뿐만아니라환자의삶의

질을크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충분히 조 해주

어야한다.그러나WHO의통증 리원칙과 로그램

에 따르면,환자 90%이상에서 한 통증조 이 이

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0～50%의 암

환자들이 한통증치료를받지못하고있다는사실

이다.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에서 암 환자들이 충분한

통증 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암에

의한 통증의 유병율과 그에 따른 신체 ,정신 부담

의심각성을고려할때,암통증 리에 한 한

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1].

통증 리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요한 것은 주

인경험인통증에 한암환자의자발 인통증보고

이며 이것은 통증 리의 요한 첫 단계이고,효과

인 통증 리는 통증의 발생부 ,정도 지속시간에

한 환자의 보고와 처방된 통증 리 계획에 따르는

환자의이행이라고할수있다[2].따라서암통증 리

의주체는암환자로통증 리시 상자측면의장애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3].일반

으로암환자가겪는통증은만성 인통증으로지속

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약 70～80%의

환자에서는 만성 인 통증 외에 돌발성 통증

(Breakthroughpain)이 함께 나타난다.이러한 돌발성

통증은갑자기아 기시작해서짧은기간동안반복

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보통 돌발성 통

증이지속되는 동안에는일상활동을 할 수없다.

반복되는 돌발성 통증은 환자에게통증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심리 으로도 자신을 조 하지 못함으로써 발

생하는 좌 감,우울감 등을 래하여 치료에 한 의

지를꺾어놓기도하기때문에,돌발성통증은암통증

환자 리에 있어 지속 으로 리되어야 하는 상당히

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국내의선행연

구에 의하면 아직도 암 환자들의 통증 리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5].암에 의한 통증조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의료진의 문제,환자

의 문제,의료 체계의 문제 때문이다[6][7].이러한 암

통증 리의장애요인은다음[그림1]과같이상세하

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암 통증 관리의 장애요인

[그림1]에 의해서 확인할 수있듯이일반 인 암 통

증 리의 장애요인은 의료진과 련된 요인,환자와

련된 요인,보건 리체계와 련된 요인으로 나

수 있지만,가장 큰 요인으로 환자에게 보다 체계 이

고 사용하기 쉬운 통증 리 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다.일반 으로암통증 리의가장필요성이높은부

분이 돌발성 통증에 한 리라고 할 수 있다.즉,암

수술 생존자 퇴원 환자가 겪는 돌발성 통증의 리

에 있어서 돌발성 통증 발생 시 신속히 통증을 완화시

키고 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그러나 재 이러한

돌발성 리에 한가이드나방법의경우따로체계

으로 정리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국내 환자에 합

한맞춤형설계는더욱없는실정이다. 로통증강도

에 따른 약물 복용 가이드라인,의료진과 상담해야 하

는상황의정의,환자가자가실행가능한통증조 법,

통증완화와 리를 한정보제공,통증치료의잘못

된 리 방지를 한 지침 제공 등의 가이드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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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본 논문은 이에 한 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하 으며국내 국제가이드라인과의료진자문을통

해 암 환자들이 돌발성 통증을 경험할 때 신속한 처

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계하 다.

기존의 연구 통합 자가 리 로그램이 임신성

당뇨병임부의자가 리, 당 모성정체성에미치

는 효과[8]에 한 연구로,임신성 당뇨병 임부를 한

로그램의효과로병원에서 로그램 개설에 한 동

기부여를제시하고,임신성당뇨병임부의건강증진을

한 근거 기반 실무(evidence-basedpractice)의 모델

사례를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에서 자가건강

리 로그램의 정 인 부분을 언 할 수 있었다.

한개별화된 로그램을통해 상자의만족도가 증

가하고이로인해병원의질향상을기 할수있는측

면에서 자가 리 로그램의 필요성은 높아지고있는

추세이다.이외에 산시스템이좀더많은비 을차

지하고 있는 자가 리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9],해당 시스템의 경우 앙 서

버의통제로이루어지며 문의의확인이필요한상황

이 많아,사용자에게 합하고 사용자 스스로 리가

가능한 간결한 알고리즘의 부재가 지 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단 을 해결하면서 간결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하며,돌발성암통증알고리즘의효율 인

평가를 해실제임상환자들을 상으로설계된알고

리즘의평가를수행하 으며이에 한내용은다음장

별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II.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 설계

본 논문은 암수술 생존자 퇴원 환자가 겪는 돌발

성 통증의 리에 있어서 돌발성 통증 발생 시 신속히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알고

리즘을 설계한다. 한 EMR에 있는 병력과 약품 정보

를고려해환자에게통증 처법과교육콘텐츠를제공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반 하고자 하 다.제안 알

고리즘은자료조사지검토를통해 리항목들의결정,

그리고 가이드라인 설계를 해 NCCN(National

ComprehensiveCancerNetwork)Practice가이드라인

과 암 통증 리 지침 권고안을 참고하여 설계하 다.

1.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자

료 수집

먼 암통증 련가이드라인수립을 해간이통증

조사지와 표 형 성인 암 통증 평가지(K-CPAT)항목

들을일부고려하 다.간이통증조사지의경우고려된

정보는통증부 ,통증강도(10 척도로표기),24시간

동안 가장 약했을 때와 강했을 때의 평균, 재의 통증

강도,투약의효과(통증완화정도를%로표시),24시간

동안통증으로인해발생했던불편 등의다양한조사

지항목들을검토하 으며,통증강도에 한정보를기

반으로 투약 정보 일부를 반 하 다.다음 [그림 2]는

간이 통증 조사지의 샘 그림을 나타낸다.

그림 2. 간이 통증 조사지 샘플

그리고 표 형성인암 통증 평가지항목의경우,통

증부 ,통증성격(성격별로쑤시다,결리다,찢어지는

듯하다등으로표 하고5 척도로강도를표 함),체

성(피부,근육, ),내장성(장기,내장),신경병성 등의

항목들을고려하 으며,주로앞서언 된통증강도에

해당 통증 성격을 반 하여 설계하 다.다음 [그림 3]

은 표 형 성인 암 통증 평가지의 샘 그림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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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준형 성인 암 통증 평가지 샘플

2. 가이드라인 수집

본 논문의 암 통증 리 알고리즘 설계를 해

NCCN(NationalComprehensive Cancer Network)

Practice가이드라인[10]을 활용하 다.해당 가이드라

인은성인암통증에 해임상 인가이드라인을제공

하는 것으로,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약품 사용 지침을

반 하여 알고리즘가이드라인 설계에 분기별 약품 처

치 기 에 해당 기 을 활용하 다.NCCN실행 지침

은환자치료의 실에직면했을때의다양한의사결정

에따른구체 인내용으로NSAID,Opioid,그리고보

조 진통제의 세부 인 용량을 제시하 고,암 통증

리를 해언제어떻게다른방법으로변경하는지등에

한 상세한 설명과 해법을 기술한다.본 제안 알고리

즘은 언 되는 약품의 경우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Ocodone,IRcodon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재

느끼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2가지의 분기로 구분하

여처리되어진다.해당정보는추후통증일기에서쓰

이는 약물 정보에도 반 되어 진다.다음 [그림 4]는

NCCN약품 사용지침,5는 NCCN가이드라인을 나타

낸다.

그림 4. NCCN 약품 사용지침

그림 5. NCCN 가이드라인

그리고암통증 리지침권고안[11]을해당가이드라

인 설계에 반 하 다.해당 지침 권고안은 보건복지부

에서 발간한 자료로서,의사용과 환자용으로 나 어져

있으며의사용은통증정도 단과그에따른통증조

방안,약품 사용 부작용에 한 내용을 나타낸다.

그림 6. 암 통증 관리 지침 권고안 (의사용)

해당 지침 권고안의 환자용은 ‘암으로 인한 통증은

충분히 조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통증의 원

인,치료법,마약성진통제주의 복용방법,통증일

기등의내용으로통증조 방법,약품사용 주의

에 한내용을나타내고있다[12][13].이러한지침권

고안의의사용과 환자용 두 가지를 가이드라인에 반

하여 효율 인자가 리 알고리즘을설계하고자 하

으며,기존 가이드라인의 경우 문의의 확인 아래 처

리되어야하는반면에제안알고리즘자체는환자스스

로 자가 통증 리가 가능하게끔 설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의 설계

본논문은암수술생존자 암환자가겪는돌발성

통증의효율 인 리에있어,돌발성통증발생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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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통증을완화시키고 리하기 해 본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체 인 로세스는 돌발 통증에 처

하기 한 돌발성 통증 알고리즘,그리고 하루가 끝난

시 에 통증 약물 복용량을 평가하는 통증 일기로

구성되어진다.돌발성통증의경우느끼는통증에 해

서 항상 주기 으로 확인하고,통증 정도에 따른 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본 제안 알고리즘의 경우 이러한

을 감안하여 통증 발생 시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이

분기마다 추가가 되었으며일부 사용자 맞춤형으로 기

능을제공하기 해통증일기를병행하는하는방법으

로 처리되어 진다.

3.1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

본논문에서제안하는돌발성암통증 리알고리즘

은 국내 국제 가이드라인과 의료진 자문을 통해 암

환자들이돌발성통증을경험할때신속한 처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한 알고리즘으로,

다음 [그림 7]과 같이 처리되어 진다.

그림 7.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 흐름도

제안 알고리즘의 구성으로 기 느끼는 통증의 정도

를입력하는것으로시작한다. 기통증 수가3 미

만혹은3 이상에따라서분기가결정되며,3 미만

의 경우 조 이 잘 되고 있음으로 단하여 비 약물

치료정보를제공한다.제공되는정보는상상요법,기분

환,마사지/지압,찜질,심호흡/이완 요법 정보 등을

제공한다.반 로3 이상인경우의사가처방한일일

Durogesicpatch용량 Ocodone용량을확인한다.해

당 처방 을 복용하고 다시 1시간 후 재평가를 수행한

다.해당평가시느끼는통증의정도를측정하는데4～

6 의 경우 속효성 제제(Ircodon)1알을 복용하고,7

이상인 경우 속효성 제제(Ircodon)2알을 복용하는 방

안으로처리된다.이후1시간후다시재평가를수행하

여3 미만인경우잘조 되고있음으로 단하여비

약물 치료정보를제공하는페이지로진행된다.만약

이 경우에도 3 이상의 통증 강도가 나왔다면 내원을

권유하는 순으로 처리가 완료된다.본 내원은 한 번의

에피소드에3번의약제가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통증

수가 4 이상이면 내원을 권유하는 것을 기 으로

설정하 다.다음[그림8]은이러한암통증 리알고

리즘의 특징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8.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의 특징

3.2 통증 일기

하루가끝나는시 에환자에게알려평가를통해복

용한 약물의 한 양을 계산하고 필요 시 의료진 방

문을 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하여 통증 일

기 알고리즘을 별도로 처리한다.통증 일기는 이 수

행한통증 리 로세스에서하루동안복용한약물의

양을 평가해 다음날 복용약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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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 환자가 하루 동

안느 던통증을평가해의료진과의상담필요여부를

단해주는 요한기능도포함하고있어,환자맞춤형

으로 통증 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EMR과의 연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할수있는장 을가지고있다.통증일기알고리

즘의처리과정은다음과같다.하루가끝나는시 (사

용자가 지정가능하며 기본으로 자정 시간을 기 으로

설정하 음)을기 으로하루동안느 던통증의평균

정도가 기값으로입력되어진다.해당값이3 이하

인 경우 잘 조 되고 있음으로 단하여 비 약물 치

료 정보를 제공하고,4～6 으로 나온 경우 이틀 동안

복용한속효성제제용량의 반을다음날추가해서복

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7 이상인 경우 시스템에

서하루동안느 던돌발성통증횟수를조회하여3번

이상인 경우 일 복용한 Oxycodone(패치+Ocodone)

을다음날추가해서복용하도록정보를제공한다.이는

다음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 통증 일기 알고리즘 흐름도

이러한 통증일기알고리즘의특징을 다음[그림10]

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0. 통증 일기 알고리즘의 특징

III. 제안 알고리즘의 실효성 평가

자가 리에있어서가장근본 인필요요소는시간

과장소에구애받지않는편의성이라고할수있다.정

확한 문의의가이드기반의 리 콘텐츠가 비되어

있다면,사용자가언제어디서든지해당콘텐츠를통해

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시 그 편의성과 사용자의 만

족도는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이를 해 본

자가 리 알고리즘은 기존의 PC 랫폼과 모바일

랫폼을 호환하는 모바일 어 리 이션로 구 하여 사

용자의 이러한 을 충족시켜주기 하여 구 되었다.

본 어 리 이션을 통해 자가 리의편의성은 강조하

되내원등의기 은상당히 요하며민감한부분으로

명확한 문의의확인이필요한부분이다.본어 리

이션은이러한온/오 라인의 한자가 리의구분

이 가능하게끔 서비스하고자 설계되었다.

본논문에서제안한돌발성암통증 리알고리즘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하여 해당 알고리즘을 2스크린

기반으로구 하 다.2스크린은PC 랫폼과모바일

랫폼으로 구성하 으며,PC의 경우 메인 호환은

GoogleChrome 라우 기반,모바일은Android 랫

폼 기반으로 구 하 다.구 된 로그램을 의료진과

설정된환자군이사용하여그실효성을 문의료진들

에 의해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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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의 구현

제안알고리즘의구 을 해HTML5기반의PC

랫폼과Android 랫폼을호환하는 로그램을구 하

다.웹 기반의 구 이유는 첫 번째로 2스크린의

랫폼을 동시 으로 호환하는 서비스를 하기 함이고,

두 번째로 내부 환자 정보 공유에 한 실시간 업데이

트를하기 함이다.이러한통증일기의기능구 ,

타이머 기능에 한해서는 Native로 구 되었으며 나머

지기능들은웹기반으로제작되었다.다음[그림11]은

구 된 로그램을 실행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11. 돌발성 암 통증 관리 알고리즘 실행 화면

2. 알고리즘의 실효성 평가

본연구는인천시의 학병원에입원하여암진단과

치료를받고있는환자20명을실험군으로형성하여알

고리즘의실효성을평가하 다.평가방법은모바일

랫폼으로 개발된 어 리 이션을 배포하여 실제로 한

달간 시범 서비스를 하 고, 문 의료진이 리자 페

이지에기록된 리내역을검토하여개인별로 합성

을 단하 다. 단된 합성정도에따라본제안알

고리즘의 실효성이 검증되는 을 제 하에 평가가

수행되었다.다음 [그림 12]는 실험군 데이터의 샘 을

나타낸다.

그림 12. 실험군 데이터 샘플

[그림12]에서확인할수있듯이실험군데이터샘

의 구성은 수 번호,처방 코드,처방명,진료인,상

병코드,수량,단 ,날수,DEVIDE,환자번호,생년월,

나이,성별로 구성된다.본 논문에선 개인 정보에 해당

되는 보호하고자 표시를 달리하여 나타내었다.

해당 실험군을 상으로 구 된 어 리 이션 로

그램의 시범 서비스를 통해 해당 학 병원 문 의료

진에게 합여부를 단하여실효성을평가하 다.병

원 문의료진은해당병원에근무하는의료진들로구

성하 고,의료진 3인에 의해서 합 여부를 종합 으

로 단하 다. 합여부를 단하는결과표의구성은

환자 코드,처방 코드,상병 코드,결과(돌발성 암 통증

리 알고리즘의 결과), 문 의료진 단으로 구성하

다.이는다음[표1]에서 단여부의일부사례를나

타내었고,[그림 13]은 결과 데이터의 그래 를 나타내

며,[그림14]에서는제안알고리즘의시범서비스근거

를 해 실제 센터 메인 서버에 수집되었던 통증 수

를 일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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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효성 평가 결과

환자번호 처방코드 상병코드 결과 의료진 단
24816748 DUROG2 C240 양호 적합
22816733 DUROG2 C228 양호 적합
29856141 IRCOD C104 내원 부적합
24816748 OXYC40 C88 양호 적합
21812748 DUROG2 C25 양호 적합
26812744 DUROG5 C50 양호 적합
24826744 IRCOD C210 내원 부적합
23716742 DUROG5 C178 양호 적합
28616148 DUROG2 C192 양호 적합
23416246 DUROG5 C160 양호 적합
26746741 OXYC40 C201 내원 적합
21446842 DUROG5 C158 양호 적합
27796761 DUROG5 C110 양호 적합
29945749 DUROG2 C203 양호 적합
26841241 DUROG5 C214 양호 적합
21736742 OXYC40 C261 내원 적합
22744748 DUROG2 C271 양호 적합
21746737 DUROG5 C216 양호 적합
26316441 IRCOD C211 양호 적합
26744776 DUROG5 C158 양호 적합

그림 13. 통증 점수 결과 데이터

[표 1]의 실효성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90%의 합성결과로본제안알고리즘의실효성이존

재함을 검증하 다.하지만 [그림 13]에서 Baseline에

벗어난부 합으로 단되었던두가지의경우통증일

기의알고리즘 리에 있어사용자개별 으로 처리되

어야 할 알고리즘 기 이 합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

다.본문제는IRCOD의경우통증 리에있어통증일

기에 장된 이 통증 정보의 평균 정보가 다음 에피

소드에 반 되는 것으로,통증 리에 있어 개인별 가

치 정보가 반 되지 않아 생긴 문제이다.본 문제

은환자개인별통증일기알고리즘이별도로가 치를

두어야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이는환자개인별

느끼는통증과 리에있어해당기 이개인별로약간

의편차가있을수있음을나타내며,통증일기처리시

통증 수에 한개인별가 치를별도로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해당 방법은 문 의료진 가이드 아

래에통계기반의데이터마이닝방법이 용되어야하

는 부분으로 향후 연구개선의일환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다음 [그림 14]는 앙 서버에서 리하고 있는

DB의 사용자 통증 정보 일부를 나타내었다.

그림 14. 중앙 서버에 수집된 통증 정보 샘플

IV. 결 론

통증 리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요한 것은 주

인경험인통증에 한암환자의자발 인통증보고

이며 이것은 통증 리의 요한 첫 단계이고,효과

인 통증 리는 통증의 발생부 ,정도 지속시간에

한 환자의 보고와 처방된 통증 리 계획에 따르는

환자의이행이라고할수있다.따라서암통증 리의

주체는 암 환자로 통증 리 시 상자 측면의 장애요

인을살펴보는것이 요하다고할수있다.그러나이

러한암환자들에게있어체계 이고사용하기쉬운통

증 리 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이에 한 필요

성이요구되고있다.본논문은암수술생존자 퇴원

환자가겪는돌발성통증의 리에있어서돌발성통증

발생시신속히통증을완화할수있는돌발성암통증

자가 리알고리즘을제안한다.제안알고리즘은타당

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해 조사지와 평가지,그리고

NCCN(NationalComprehensiveCancerNetwork)가

이드라인을 참조하 으며,설계된 알고리즘의 평가를

해 20명의 암 환자 실험군을 상으로 한 달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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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수행하 다.제안 알고리즘의 평가하기 하

여 시범 서비스 결과를 문 의료진을 통해 검토한 결

과,90%의 합성 단을 도출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실효성을 검증하 다.그러나 본 실험 데이터는 양이

많지않은상태에서수행된것으로검증신뢰성이낮을

수도있음을부정할수없으며,이에향후연구시의미

있고 보다 많은 실험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의료 문의결과부 합 단의경우통증일기

리 시 합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한 향후

연구로,인공지능기반의사용자맞춤형통증일기알

고리즘을 추가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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