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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정보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현대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정보기술을 접목한 의료 분야는 매

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학에 비하여 한의학의 의료정보 활용은 상대적으로 적은게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정보의 획득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의학 의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웹기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결과를 통해 한의학의 IT를 접목한 근육 통증의 의

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한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ABSTRAC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in term of quantity and quality of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is expanding very rapidly. It is true that,

however, the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ine compared to medical science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 of developing an interface to gather a medicine

information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oriental medicine. We proposed the design and

components for a web-based interface enabled to gather medicine informatio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andardization of muscle pain of oriental medicine

information and be able to pursue convenience to express pain parts.

medicine, muscle, pai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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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의학은 양의학과 더불어 우리 신체 짋병 부

위에 대해 진단과 치유 접근에 밀접하게 연관됨

으로써 신체 이상 징후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여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영

역가운데 하나이다. 한의학 및 양의학을 포함하여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은 정보기술

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 영역에

대한 정보기술의 접목이 많이 진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의학 관점에서 인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양의학과 매우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다.

양의학은 직접적인 환부 치료가 두드러진 반면에,

한의학은 원인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치유접근이

라는 부분도 하나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근육

의 영역을 들 수 있다. 인체 근육은 매우 섬세하

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이 크게 요구되는 신체부위

이다. 이러한 부위에 통증(pain)이 수반된 경우에

양의학 관점에서 진단과 처방은 기능적인 수행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간단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 관점에서는 근육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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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활동이 축소됨으로써 근육과 연동되는 다른

신체기관(body organs)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또

다른 신체기관의 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육에 발생된 통증에 대

한 이완 및 치유를 위한 근육통증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구현을 위한 전체 설계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Ⅱ. 웹 접근 인터페이스 설계 및 처리구조

한의학에 대한 정보기술 접목시도는 많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인하

여 연구가 진척되어야할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다음 그림과 같이 근육 통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도시

하였다.

그림 1. 의료정보 획득 처리구조

먼저, 환자는 인터넷을 통한 사용환경을 설정

하며, 대표적인 도구로서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브라우저 기능의 발달로 많은 표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발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HTML5를 사용한다. 환자 혹은

의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환자가 통증 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형식으로 제작한다.

사용자들의 통증 부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2

차원적인 모니터를 통해 표현하고, 이를 통해 현

실적인 통증 의료정보를 수집할 때 정확성 부분

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의 통증부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모델링을 위해 다각적인 각도에서

환부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3가지 측면에

서 표현하고, 그 때마다 신체기능의 표현을 비율

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통증부위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도우미 형태 이외에도 3D로 표현하여 다

각적인 측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현된

데이터에 대한 저장은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여 개인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상태 정

보를 저장하도록 섶계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의

통증부위의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증

완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림 2. 웹 접근 위한 인터페이스

그림 2는 웹에서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

계에 대한 화면 예시를 나타내었다. 좌측 화면을

통해서 3D 화면으로 통증 부위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우측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부위에

대해 통증 유발에 대한 병명과 설명이 나타나도

록 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 및 사용

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복잡성과 표현의 어려움

및 표준화가 어려운 한의학의 일부분인 근육 통

증에 대한 의료 데이터 표현 및 획득을 위한 설

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한의학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근육 통증에 대한 표준화의 바탕을 제시할 수 있

었으며, 양의학에서 소홀히 언급될 수 있는 신체

기능성에 대한 원인 파악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향후에는 설계된 의료정보 취득 방법을 기반으

로 구현과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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