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207-212, November 30, 2017.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07 -

*정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정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교신저자)

접수일: 2017년 10월 10일, 수정완료일: 2017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Received: 10 October, 2017 / Revised: 21 October, 2017

Accepted: 30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rkim70@kiom.re.kr

KM Fundamental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207

JCCT 2017-11-28

모바일 설진기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Prototype development for Mobile Tongue diagnosi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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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설진은 한의학에서나 서양의학에서 진단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혀는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혀를 분석하면 다양한 질병이나 건강정보를 알 수 있다.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설진기는 사용

자에게 진단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설진기를 통해서 질병이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의료기기의 새로움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다.

주요어 : 혀, 설진, 모바일, 의료 장비, 모바일 설진

Abstract  Tongue diagnosis is widely used i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reason is that 
human tongue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Analysis of the tongue can reveal various diseases and health 
information. Tongue diagnosis using mobile environment provides convenience for users. With this,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e disease according to the user anytime and anywhere. This can show a new paradigm of medical 
devices.

Key Words : Tongue, Tongue diagnosis, Mobile, Medical Equipment, Mobile Tongue diagnosis

Ⅰ. 서 론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는 트랜드로 인하여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보다 나은 건강 추구하는 방향으

로 소비자의 수요가 변경되고 있다. 이는 소득 증대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건강, 장수, 질병 없는 삶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LG Business Insight에서 발표한 2014년 ‘한국인

의 건강인식’ 보고서에서는 한국 언론진흥재단 기사

통합 검색(KINOS) 서비스를 통해서 2004~2013년 까지

‘건강’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 수는 연평균

14.6%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1] 보다 나은 건강

추구를 위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방 의료기기 시장도 최근 국내외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학 의료 시장 규모는 연평균 9.6% 정도

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

를 보여주고 있다.[2] 그러나 아직 진단과 진단 환경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한의학의 이

론을 객관화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3-5]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의학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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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혈액성분을 이용한 여러 질환

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침습적으로 혈액을 취

득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만성질환자나 일반 의심환자

들에게는 스트레스와 진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끼게

된다. 이에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비침습적인 혈액

성분과 질환 진단이 가능한 진단기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체부위 중 혀는 근육질과 혈관으로 이

루어진 기관이며 신체 특성에 민감하지 않으며, 피부

각질 또는 지방, 콜라겐이 많지 않아 광의 투과가 쉬워

광 진단의 부위로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4

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설진의 색상과 혈액 검사

상의 헤모글로빈, 혈소판 등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설질의 색상이 혈허 변증

점수와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6] 2016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혀에 설태가

끼지 않을 때 체내에 혈액이 부족한 빈혈이거나 몸에

열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

원에서는 이런 증상들은 혀를 직접 광학적인 촬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적합한 기기인 설진기를 개발하

였다.[7]

혀 영역은 혈관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의 특성에 영향이 적은 신체 부위이다. 한의학에서는

혀를 통해 한열, 허실, 어혈, 담습 등의 변증을 진단하

게 된다. 한의학의 ‘기혈’에서 ‘혈’의 특성을 볼 수 있고

오장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8] 이를 바탕으로 개발

된 설진기는 광학과 설진을 결합한 한양방 융합적 진

단기기로써 오감형 진단기 활용성 강화 기술 중 망진

방법의 활용성 강화 기술 개발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런 설진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사용자와

피험자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설진

기를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 설진기는 사용자가 직접

피험자의 혀를 촬영하고 서버로 업로드 함으로써 진단

에 도움이 되는 정량적인 수치들을 보여준다. 혀의 색

깔, 치흔 정도, 설태 정도를 분석하여 이를 수치로 표

현하는 형식으로 사용자가 피험자의 건강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Ⅱ. 모바일 설진기 설계

1. 구성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설진기 개발을 위해서 크게

세가지 구조로 나뉘어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모바

일 단말기에서 혀 영상을 촬영하고 각 종 피험자의 정

보와 그 밖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다. 둘째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서

버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력된 데

이터 및 분석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부

분이다. 이렇게 새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측정과 분석,

그리고 조회를 나누어서 각각의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함이다.

그림 1은 이런 모바일 설진기의 구조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모바일 영역에서 피험

자를 등록하고 등록된 피험자의 혀 영상 촬영과 진단

에 관련된 설문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단계로 서버로

수집된 영상과 정보를 전송하고 전송받은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해석할 수 있는 수치

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입력된 데이터와

분석된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나

모바일 웹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확인이 용이

하게 한다.

그림 1. 모바일 설진기 구조도

Figure 1. Mobile tongue diagnosis structure diagram

그림 2는 모바일과 서버간의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

송하고 서버에서 분석 및 데이터를 관리한 후 웹 사이

트나 모바일 웹 환경으로 조회가 가능한 모델로 구성

되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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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 설진기 모델

Figure 2. Mobile tongue diagnosis model

2. 설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 부분을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보완이 되는 형태로 설계를 하였다. 모바일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피험자 등록과 혀 사진 촬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였다. 이는 사용자

가 여러 피험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등록된 피험자 별로 사진을 찾아서

업로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문 입력

후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조회해서 첨부할

수 있게 하여 진단에 필요한 설문을 꼭 입력하여 혀

영상뿐만 아니라 피험자의 주관적인 상태 정보를 복합

적으로 입력 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들 정보는 모두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는 크게 2가지로 기능으로 나뉘

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입력된 정보의 관리기능이다. 그

래서 언제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력된 정보의 분석이다. 영상을 분석해서 사

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상과 관련된 설문

내용도 분석해서 사용자가 진단하는데 객관적인 데이

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입력된 정보와 분석된 데

이터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피험자 별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이용한 접근을 제공한다. 모바일

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지만 최종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나 정보들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가 접근하기 편리한 방식인 웹 사이틀 이용하게 된다.

그림 3은 이런 3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모바일 설진기 순서도

Figure 3. mobile tongue diagnosis flowchart

Ⅲ. 모바일 설진기 개발

1. 모바일 개발

모바일 설진기에 사용할 기기는 사용화된 기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사용

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헨드폰 보다는 화면이 큰 테

블릿 PC를 이용하였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테블릿 PC

면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기간의 카메라 사양이 달

라서 모두다 테스트 하지는 못하였다. 우선 하나의 기

종을 정하고 그 기종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하였다.

모바일 설진기는 사용자 로그인, 피험자 등록, 혀 영상

촬영, 설문 입력 및 혀 영상 업로드, 결과 조회 형태로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4는 실행, 로그인, 피험자 등

록, 조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모바일 설진기 화면

Figure 4. mobile tongue diagnosis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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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혀 영상 촬영, 혀 영상 편집, 설문 입력,

입력결과 조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혀 영상 촬영을

선택하면 혀를 찍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

영역안에 혀를 넣은 후 화면을 터치하면 오토포커스

후 플래쉬를 터트리며 자동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혀

영상의 외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플래쉬를 이용하

였고, 측정자의 편의를 위해서 화면 어디를 터치해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였다. 혀 영상을 촬영하면

혀 영역을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조회해 보

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

다. 혀 영상은 서버로 전송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혀

영역만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데 모바일 기기 특성상

조명으로 인한 그림자나 다른 간섭을 통해서 정확한

부분을 찾지 못할 수 도 있다. 이에 사용자가 직접 확

인하고 정확한 혀 영역을 수정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설문과 혀 영상을 업로드 한 후 피험자별로 입

력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

였는지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모바일 설진기 화면

Figure 5. mobile tongue diagnosis screen

2. 서버 개발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구

현하였다. 데이터는 mysql을 이용하여 DB화 하였고

VC++로 구현한 혀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

된 결과를 산출하여 다시 DB에 저장하는 형태로 구성

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항상 DB를 감시하면서 DB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발생하

여 분석을 하였고, 분석된 결과는 다시 입력된 정보와

연동될 수 있는 table에 저장하여 데이터 관리 및 조회

가 편리하게 구현하였다.

3. 웹 사이트 개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분석 결과를 조회하기 위

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모바일 설진기나 특별한 다

른 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웹 브로우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사용자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 피험자 정보를 관리

하고 분석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

림 6은 사용자가 피험자를 관리하고 분석된 결과를 조

회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모바일 설진기 화면

Figure 6. mobile tongue diagnosis screen

Ⅳ. 모바일 설진기 활용 방안

모바일 설진기는 모바일을 입력 부분, 서버를 이용

한 분석 부분, 웹 사이트를 이용한 조회 부분으로 나누

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는 모바일 설진기의 보급을 활발하

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여 진다. 사

용자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피험자를 진단하는데 유용

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의료

기기에서 보여지기 힘든 부분으로 정해진 환경이나 기

능만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아닌 사용자의 편의성에 의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설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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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모바일 설진기는 기존의 설진기와 달리 여러 사용

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설진기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는 기존의 설진기

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고 특정한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용 설진

기 만큼의 성능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바일 기

기마다 다른 카메라 사양으로 인하여 고를 화질의 영

상을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바일 기기 특성

상 주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향후 모바일 기기에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계속해

서 발전하고 있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

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

기 때문에 모바일 설진기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모바일 설진기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피험자를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모바일 설진기를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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