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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억법은 수치와 같은 어려운 정보를 기억하기 쉽도록 제안한 방법을 의미한다. 동영상 정보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에서도 수치 

정보를 기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한 기억법을 익혀 적용해보면 기억률 향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정보에 대해 이미지 정보와 매치하여 기억률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앱을 개발하여 수치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기

준으로 앞 4자리와 뒤 4자리를 분리하여 적용한 방법을 설계한다. 비슷한 패턴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일정 숫자 이상 이어지는 

것 보다 다른 패턴으로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더 높은 기억률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키워드: 기억법(Mnemonic System), 에빙하우스(ebbinghaus), 가시화(visualization)

분리된 기억법 기반 수치 정보 시스템 설계
김분희O

O동명대학교 자율전공학부

e-mail: bhkim@tu.ac.krO

Design of Numerical Information System based on 

Separated Mnemonic System 
Boon-Hee KimO

OSchool of Free Major, TongMyong University

I. Introduction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유형의 정보이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다보니 저마다 스마트

폰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혹 가족 전화번호도 잊어버

렸다는 얘기가 주위에서 들리곤 한다. 디지털 기기의 의존도가 높아짐

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기억 능력 저하는 많은 연구의 결과로도 

드러나지만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듯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 정보도 이미지와 매치하는 연습을 하고, 이후 기억률을 

확인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앱으로 개발하고 기억률 평가를 진행한 것이 이전 

연구였다. 이러한 기억법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숫자 정보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기준으로 

010을 제외한 8자리를 반씩 분리하여 별도의 패턴 이미지로 적용한 

구조를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모바일 환경에서 기억법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과정은 

이전 연구[7]에서 진행하였다. 그림 1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억 

알고리즘으로 기억률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작업은 수동으로 

진행되었는데, 향후 알람 처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자동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해당 기억 알고리즘의 절차상으로는 모바일 환경의 

숫자 가시화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을 알리고, 지면상에 기억하고 있는 숫자를 기입하도록 테스트

하였다. 그 다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와 원본 숫자와 비교하여 얼마나 

맞췄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7] 이 어플리케이션은 숫자와 

일반 이미지를 매칭하여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구조의 기억률 성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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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bile memory algorithm[7]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핸드폰 번호에 대해 앞 4자리와 뒤 4자리에 대해 

다른 패턴의 이미지로 매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Fig. 2. Structure of proposed system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서 앞 4자리와 뒤 4자리를 별도로 추출한다. 

추출한 데이터의 앞자리와 뒷자리를 별도로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 

화면상에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해당 숫자의 기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알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구조이다.

IV. Conclusions

숫자 정보를 기억하기 쉽게 기존의 이미지 기반 기억법을 제안하고, 

이러한 기억법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일반적인 사물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기억률을 

높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아직 설계 단계이므로 실제 실험과 적용 

이미지 개발은 향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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