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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진 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Development of a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based on tongue 
diagnosis

김지혜*, 소지호*, 최우수*, 김근호**

Jihye Kim*, Jiho So*, Woosu Choi*, Keun-Ho Kim**

요  약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장비로 구동되는 건강 리 소 트

웨어 애 리 이션이다.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은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일상 인 생활을 리하고 모

니터링 함에 있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분야에서는 개발이 미비한 편이다. 이 연구의 목 은 한의

학의 설진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과정은 계획 수립, 디자인, 로그래 , 수

정보완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비실험을 통해 애 리 이션의 개선사항과 생활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Abstract  A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is a healthcare software application designed to run on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 and tablet computers.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s have enormous potential for monitoring 
and care everyday living of patient with chronic disease. In fact,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s are found to be 
active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 development is rarely done in Korean medicine fiel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healthcare application based on the tongue diagnosis. The process included planning, designing, 
programming, and revising. Through a pilot study, the application was found the improvement requirement, and to 
be usable in the real-life settings. 

Key Words : Mobile application, app, Healthcare system, Tongue diagnosis

Ⅰ. 서  론

최근 IT 업계에서의 최  이슈는 모바일 기기로, 이는 

조만간 세계 인구를 넘을 것으로 측되었고, 2016년에

는 세계 인구 1인당 1.4 의 모바일 기기를 소유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1]. 이처럼 모바일 기기의 수요는 지속 으

로 증가할 것이며, 신 이고 진보된 기술의 등장으로 

모바일 기기의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어 소비자들은 개인

의 환경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보유하

게 될 것으로 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 리의 개념도 차 확 되면서 

tele-헬스, e-헬스, u-헬스, m-헬스 등으로 진화하며 발

하고 있다. 

모바일 건강 리는 모바일 기기로 지원받은 의학  

공  건강 업무를 뜻한다. 그동안 법 인 규제, 소비자의 

수용도, 기술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지부진하

던 모바일 건강 리 분야는 스마트 기기의 보  확 와 

방 심의 건강 리 트 드가 맞물리면서 시장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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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2]. 

이처럼 모바일 건강 리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

장이 확 되면서 Apple, Google, 삼성 등 정보 통신 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주

요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신생기업이 등장하는 등 련 산업에 한 열기가 높아

지고 있다. 

한 이용자 측면에서도 모바일 건강 리 련 애

리 이션의 이용이 증가하고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6월 Flurry의 헬스와 피트니스 련 애 리 이

션의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의 이용률

은 49%에 그친 반면에 2014년도 이용률은 62%로 증가되

었고, 체 애 리 이션 이용률 33%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모바일 건강 리에 한 개발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

세임에도 불구하고 재 한의계에서는 모바일 건강 리

와 련된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4]. 

한의학의 설진은 인체 오장육부의 생리 , 병리  변

화를 진찰할 수 있는 비침습 이고 간편한 진단방법으로, 

설상은 인체의 반응상태를 반 하는 객  지표라고 할 

수 있다[5]. 설진을 보다 객 이고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설 상 촬 장치가 

개발되었고[6], 그 결과 표 화된 진단 환경을 통해 객

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설진을 이용한 건강 리

가 가능하도록 하는 애 리 이션이 개발되었으나 기 개

발된 애 리 이션들은 일방 인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친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4]. 이에 자는 신뢰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 체계 으로 건강 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설진 기반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의 개발이 시 하다고 단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① 설진 기반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② 개발된 애 리 이션의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 후 보완 작업을 진행하 다. 최종 으

로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의 활용방안과 한의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 서론을 입력하세요.

Ⅱ. 관련 연구

1. 건강관리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핵가족화, 산업화 등의 원인

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의

료기술의 발 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고령인구는 증

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속

도록 높아지고 있다[7].

인구 노령화 추세는 보건의료 재정 악화에 많은 향

을 미치고,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확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으로 주요 사망원인으로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의 만성질환에 한 효과 인 진단치료  삶

의 질 향상을 한 건강 리를 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

스와 국가의 의료정책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통 인 

의료 서비스의 경우 낮은 근성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

는 많은 의료비 등의 한계 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해

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리와 지속

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설진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현황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 개발된 설진 련 모바일 

애 리 이션을 조사한 결과 총 5건(국내: 3건, 국외: 2

건)이 검색되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Application name Purpose Cost

Dr. 설 허 티 건강증진용 Free

Dr. 설 한방차 건강증진용 Free

Dr. 설 의료용 설진 의료용 Charged

Tungz! 건강증진용 Charged

Tongue diagnosis handbook 교육/의료용 Charged

표 1. 설진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able 1. Mobile application related to tongue 

diagnosis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에서 개발한 ‘Dr.설 허 티’와 

‘Dr.설 한방차’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상을 촬 하고 촬 된 상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체크

한 후 그에 맞는 합한 허 티와 한방차를 추천해주는 

무료 애 리 이션이다. 동일 업체에서 개발한 ‘Dr.설 의

료용 설진’은 23,000원으로 구입 가능한 유료 애 리 이

션으로,  상을 촬 한 후 설질과 설태의 색상  설

형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하고 입력한 결과를 토 로 

변증과 건강상태  방약합편기반 처방까지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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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개발된 애 리 이션은 James Rohr가 개발

한 유료 애 리 이션 ‘Tungz!’가 있으며, 이는 다양한 

 특징을 정리해놓은 애 리 이션으로 사용자가 본인

의  특징을 내장된 기본정보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는 기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에서 개발

된 교육/의료용 애 리 이션 ‘Tongue diagnosis handbook’은 

정상 , 아이의 , 노인의  등 52개의 다양한  상

을 제공하며 각 마다 가지는 특징들, 의 색상과 상태, 

모양, 설태의 색과 설태량, 설하정맥과 같은 다양한 설상

을 구분하기에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있다. 한 장부의 

변화와 련 질환과 련한 자세한 건강정보가 제공된다. 

Ⅲ. 애플리케이션 설계

1. 설계 기본 방향

 상을 이용한 건강 리 애 리 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매일  상을 촬 하고 기록을 장하여 개인

별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다.  상뿐만 아니라 수면과 소화, 피로

에 한 설문을 동시에 입력받아 기 정보와  특징 간

의 상 성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과 

기록한 설문들은 별도의 서버에서 날짜별로 장하고 

 리되며 지정된 리자 외에는 근할 수 없도록 하

다. 애 리 이션의 개발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

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었다.

2. 모바일 기기 선정

개발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는 삼성에서 출시한 2종의 

기기로 선정하 다(Galaxy S6, Galaxy Note 5, Samsung, 

Republic of Korea). 

시장조사기  IDC의  세계 스마트폰 운 체제 시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안드로이드의 출하

수 기  시장 유율 합계는 82.8%로 나타났고[8],  다른 

조사기 인 Net Applications에 따르면, 2016년 4월 시

에서 유율은 안드로이드가 61.92%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9) 안드로이드 운 체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2.36%로 계산되었다. 이를 근거로 안드로이드 운 체제

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안

드로이드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애 리 이션을 개발하

다. 

3.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조

개발된 애 리 이션의 구조는 크게 측정, 입력, 출력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구조는 서로 유기 인 계를 

맺으며 동작한다. 개발된 애 리 이션은 Fig 1과 같다.

그림 1. 개발된 설진 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Fig. 1. Developed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based on a tongue diagnosis

첫 번째 구조는 측정 부분으로 정면 카메라가 아닌 후

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  를 촬 하게 된

다. 측정 부분은 카메라 컨트롤 로세스와 Preview 부

분으로 구성되는데, 보다 용이하고 정확한  상을 촬

하기 해서 카메라와 연동되는 미리보기 화면에 가이

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 안에 가 치하게 되

면 사용자는 모바일 화면을 터치하고 자동으로 이 

맞춰진 후 촬 이 이루어진다. 촬 된  상을 화면에 

다시 보여 으로써 장과 재촬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구 하 다. 한 촬  시 후면 부분에 치한 스트

로  조명을 자동으로 가동시켜 외부 에 한 왜곡을 

최소화 하고자 하 고, 가능한 실제  색상에 가까운 

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두 번째 기능은 입력 부분으로 사용자는 하루 동안의 

피로정도, 수면(기상 후에만 작성), 소화 등의 설문을 입

력한다. 설문을 입력하고  상을 서버에 장할 수 있

는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부분을 WebView라고 한다. 애

리 이션 구동 시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속하며 속 

시 각 모바일 기기에 부여된 고유의 아이디와 비 번호

로 자동 로그인 되며, 로그인된 아이디 각각의 세션으로 

연동되어 모바일 기기 별 식별자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

록 구 하 다. WebView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 하 다. 

세 번째 기능인 출력은 입력한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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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으로 촬 된 상이 이상은 없는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재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개발 환경 구축

가. 안드로이드 환경 구축

안드로이드 개발 툴은 Android Studio 1.3.2를 사용하

고, 지원버 은 Android 4.4(KitKat)와 Android 

5.1(Lollipop)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 으로 개

발하 다. 

나. 서버 환경 구축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장하고 

분석할 서버 환경은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로 구축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MSSql Server 2012로 구성하여 설문 

내용   상 등 모든 로그 기록들을 리하며, 서버

용 설 분석 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동되도록 구축하 다.

5. 서버 프로그램 개발

서버 로그램은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는 웹 서비스 

부분과  상 분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 서비스 

부분은 오  설문, 오후 설문,  상 송, 장 이력 조

회,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를 연결하는 메뉴 페이지로 구

성되었다. 웹 서비스 연동 후 오 , 오후의 설문을 작성하

고 각 시간 의  상을 서버로 송할 수 있도록 하

고, 각 아이디별 입력 조회 화면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본

인이 직  작성한 설문과  상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구 하 다.

그림 2. 모바일 서버의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mobile server

웹 서비스 부분은  상 분석 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분석 결과와 분석된 

상을 장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  

웹 서비스를 구성하 다. 

획득하거나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보안을 해 

하나의 통합 서버에서 리되도록 하 다.

6. 분석 알고리즘 개발

와 입술, 얼굴, 목 등의 주변 역을 분리하기 해 

Snake algorithm을 용하여  역을 자동으로 검출하

다[10],[11]. 모바일 기기로부터 획득된  원본 상과 검

출된  상은 Fig 3과 같다.

그림 3. 원본 혀 영상 (좌) 및 추출된 설체 영상
Fig. 3. An original tongue image (left) and a

segmented tongue image (right). A 
tongue body image has segmented 
from face and lip

설체만 추출된  상에서 설질과 설태의 역을 분

리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각 역의 RGB 색상 값을 추

출하고 CIE Lab 색 공간으로의 변환을 수행한 후 얻어진 

CIE L* 값을 이용하여, 특정 밝기 이상의 값들을 가지는 

역을 설태로, 나머지는 설질로 정의하 다. 상기 방법

으로 분리된 설질과 설태 상은 Fig 4와 같다.

그림 4. A: 원본 혀 영상, B: 설질 영역, C: 설태 영역
Fig. 4. A: An original tongue image, B: A tongue

body, C: A tongu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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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리에 이용되는 설 지표는 총 10가지로, 설질과 

설태의 CIE Lab 색상 값, 설첨-설 -설근 역의 설질의 

CIE Lab 색상 값, 설태량, 설첨-설 -설근 역의 설태

량, 치흔강도이다.

설첨-설 -설근을 나 는 기 은 설질을 3분등하여 

목젖에 가까운 부분을 설근, 앙 부 를 설 , 의 끝 

부분을 설첨으로 하 다.

Ⅳ. 실험 및 결과

1. 예비실험 방법

개발된 모바일 애 리 이션을 평가하고 개선 을 살

펴보기 해서 비실험을 진행하 다. 일반인 성인남녀 

4명을 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애 리 이션을 

이용한 설 상 촬  방법과 촬  모습은 Fig 5와 같다. 

그림 5. 실험 방법 및 혀 영상 촬영 모습
Fig. 5. Method of operation and scene the

acquisition of the tongue image

실험 상자에게 비실험의 목 과 애 리 이션의 

사용방법  실험 시 주의사항에 한 사  교육을 실시

한 후 시험 상자 1명당 1 의 실험기기를 나눠주었다. 

설상에 향을 주는 요인들 에서도 특히 음식이 설

상에 미치는 향을 매우 크기 때문에  상 촬   

염태할 수 있는 음식물이나 약물의 섭취는 하도록 하

다[11]. 한 흡연에 의해서도 설태의 색상이 변할 수 있

기 때문에 흡연도 제한하 다. 

실험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기상 직후와 취침 직

  상을 촬 하고 오 , 오후에 해당하는 설문을 작

성하도록 실험을 디자인하 다. 기상 직후에는 음식의 

섭취  어떤 구강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을 

촬 하도록 하여 수면  쌓인 설태의 탈락이 이루지지 

않도록 하 다. 취침 직 에는 양치질을 한 후 2시간 이

내에 촬 을 진행하도록 하 다. 

애 리 이션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애로사항  

개선사항은 매일 기록해두고 실험 종료 후 실험담당자에

게 제출하도록 하 다.

2. 테스트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

제작된 애 리 이션의 기능을 일주일동안 사용해본 

후 사용자가 제출한 애로사항과 그에 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정 결과가 단순 텍스트 형태가 아닌 그래  형식으

로 제공된다면 변화되는 건강정보의 추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충분한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 왜

곡이 발생하 다(Fig 6).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모바일에 내장된 스트로  조명을 이용하여 조명의 색상

과 조도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설계하 고, 외부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의 왜곡을 최소하 다. 

그림 6. 왜곡된 혀 영상
Fig. 6. The distorted tongue image

 상 촬 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알람 기능을 추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요청

한 내용으로, 촬  알람기능은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었

다. 알람기능은 규칙 인 데이터 입력뿐만 아니라 건강

리를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답변도 받았

다. 

자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사용자의 불

편함이 있었다. 자표시  정보 표시의 크기는 조정하

여 가독성을 높 다.

Ⅴ. 고찰 및 제언

모바일 헬스 어의 시장은 렴한 가격과 편리한 휴

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에

서 시장이 차 확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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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네트워크에 속

하여 건강 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되고 있는  시 에 소비자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한의

계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고 건강 리 서비스를 통한 의료비 감의 의무가 

있다[12].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 리를 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운 되고 있으나 보다 직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기 개발된 설진 기반 애 리 이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  상 촬 과 정보제공 수 에 머물러있

고 유료인 단 이 있었다. 

따라서 자는 문제 을 개선한 설진을 기반으로 건

강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개

발된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비연구를 진행한 후 보

완수정 작업을 수행하 다. 

설진 기반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의 장 은 

웨어러블 기기나 기타 측정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스

마트패드 자체에 내장된 카메라, 조명 등의 기능들로 원 

데이터인  상을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자가 간편하게 개인의 건강상태에 한 정보를 

기록하고 장/ 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3]. 하지만 해

결해야할 한계 들도 존재하는데, 첫째 공간의 제약이다. 

외부의 조명과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상의 왜곡이 발

생할 수 있어 애 리 이션의 작업표 지침을 수해야

한다. 둘째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된바가 없기 때

문에 콘텐츠가 부족하다. 개발된 애 리 이션을 활용하

여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서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한다면 수집된  상 데이터

로 빅데이터 랫폼을 구축하고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맞

는 건강 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과 의료기  방

문 당시의 종단  데이터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진료실 

밖에서 생성되는 시간  개념의 횡단  건강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한의사에 진료 활동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되고 활용될 가치는 충분히 있다

고 사료된다. 이는 만성질환자들뿐 아니라 질병의 험

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

애 리 이션을 개발하면서 확인된 고려사항들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 으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이 편리한 사용자 친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한의임상에서 하는 많은 환자들이 지

속 으로 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이다. 이러한 

경우 년층이 많기 때문에 근성과 가독성이 높

은 애 리 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사용이 최 한 용이하되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진 기반 모바일 애 리 이션

을 활용하여 임상연구를 진행할 정이며 지속 인 연구

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한 한의학 인 내용과 더불어 외부의 콘텐츠 정

보를 이용하여 식이, 운동 추천의 종류를 추가하며 각종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임상연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재는 텍스트 형태로 단순 데이터 불러오기만 

가능하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기 내용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활용도 높은 애 리

이션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기 해본다. 다양한 역에

서 시도되고 있는 사례들을 거름으로 하여 설진 기반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법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설진 

기반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하 다. 일주일간 진행

된 비연구를 통해 개발된 애 리 이션의 문제 을 

악하 고 이를 보완하여 최종안을 개발하 다. 

연구에서 개발된 애 리 이션은 개인 스스로의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한 건강 리를 해  수 있는 

것이 큰 장 이지만 콘텐츠의 개발과 사용자 테스트와 

같은 진행해야할 많은 연구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연구

의 목 이었던 ‘단순정보  제공이 아닌 설진 기반 모바일 

건강 리 애 리 이션의 개발’을 충실히 달성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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