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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과는 가까이 있지만 심리 으로 근하기 힘든 곳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치과를 방문하려고 하는 

부분의 환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손쉽게 방문 에 자기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 생 문가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간단한 조치 내용을 알려주거나 필요하면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한 것이다. 환자들은 이 앱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감할 수 

있으며 치과와 IT 기술을 융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치과 치 확인 기능 

(그림 1) 로그인 화면

1. 서론

   다른 질병 증상이 있을 경우 일반 병원은 손쉽게 방문

하지만 치아와 련된 기증상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 을 때 치과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재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강상태에 련된 내용을 

치 생 문가에게 보내고 치 생 문가는 이 내용을 바

탕으로 기 인 진단을 실시하면 환자의 경우 진료시기

를 놓쳐 고생하는 경우가 어들고 치과의 경우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환자가 

자신의 치 생 건강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 생 

문가는 이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고 련 정보를 피드

백할 수 있는 앱 개발에 한 내용을 기술하 다.

2. 치 생 문가 상담 앱 개발

  

  본 앱을 개발하기 해 사용되는 서버는 Apahce 2.2.14, 

PHO 5.2.12, MySQL 5.1.39가 사용되었으며 앱 개발을 

해서는 Eclispe Mars 4.5.2, Adroid KitKat 4.4.2, 

Windows 10이 이용되었다.  

 그림 1은 환자가 로그인 하는 화면을 보여 다. 환자는 

기본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구 의 치정보 기능을 이용하여 환자가 

있는 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치과를 검색하는 기능

을 보여주고 있다. 치과에 한 정보를 서버 데이터베이스

에 치정보와 함께 등록이 되어 있다. 

  

 

  환자는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정해진 기본 정보

에 한 설문에 응답하고 자신의 증상에 한 정보를 추

가 으로 입력한다. 그림 3은 환자가 문진표라는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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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자 문진 결과에 한 문가 피드백 내용

(그림 3) 환자가 입력하는 구강상태 정보 

선택하여 자신의 기본정보와 구강상태에 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보여 다.  

  환자는 기본 정보 외에 문의하고 싶은 내용을 앱을 통

하여 입력할 수 있다. 단순한 문자 정보에서부터 사진 정

보를 등록할 수가 있다. 등록한 문자  사진 정보는 데이

터베이스 서버에 장이 되며 치 생 문가는 자신의 스

마트폰, 패드, PC 등을 통해 환자가 입력한 기본 정보  

문의 내용에 하여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검토된 내용

을 바탕으로 치 생 문가는 진료의견을 핸드폰, 패드 혹

은 PC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서버에 등록한 정보는 환

자가 로그인 하면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는 환자가 문진에 응답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치

생 문가가 이에 한 의견을 등록하고 환자가 확인하

는 차에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 생 문지식이 없는 일반 환자와  

치 생 문가를 연결시켜 주기 한 스마트폰 앱 개발에 

련된 사항을 기술하 다. 본 앱이 더 활성화되기 해서

는 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통하여 정확한 구강

건강 상태 진단과 조치에 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능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  

개발된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환자와 치 생 문

가를 연결하여 효율 인 치 생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공

헌을 할 것으로 단한다. 

*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008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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