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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and its untapped herbal elements are recognized as possible solutions to

incurable diseases stemming from overdosage of chemical drugs. Synthesizing clinical results from the Oriental medicine

with scientific results from the field of Molecular biology is in the mainstream.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by

objectifying the methodology of abstracting information into a compendium, to establish knowledge-based database on

natural materials mingling every single related information from both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The constructed

system, ATODERM, is the first database system about the medical herb for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which

bear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o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construction of this database renders

new ways of treatment and prescriptions for researchers in the field of the Oriental medicine. Using the database that

has been intensively accumulate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the plausible cure for the disease can be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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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 공해, 식품 첨가물 사용의

증가, 서구식 주거 형태로 인한 카펫, 침대, 소파의 사용 증가, 실

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집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

는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의 증가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

토피 피부염과 같은 면역계통의 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1)
.

아토피 피부염은 서의학에서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분

류되며, 건조한 피부의 보습과 피부염 치료를 위해 부신피질호르

몬제가 가장 중요한 치료제로 고려되고 있다. 그 외에 가려움증

을 치료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및 국소 면역조절제, 그리고 이

차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와 감마인터페론주사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의 서의학 치료는 일시적으로 면

역반응이 억제되어 가려움은 해소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스테로이드계통 약과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손상과 함께 내성이 생겨 더욱 강한 약을 사용해

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2)

.

이에 반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접근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각적인 치료 효과

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부작용이 없고,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 완

치된 사례들도 있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의학적 처방과 생약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

혹은 분자 생물학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장기적으로 한의학적 처방 및 생약들의 효능을 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활용,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연구 결과의 활용에 큰 걸림돌

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한의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많은

처방 및 생약의 용어들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한의학의 변증

과 서의학의 증상 용어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또한 한의학과 서의학의 연구 결과들이 독립적인 학회지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정보가 제공이 되므로, 통합 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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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소수의 웹사

이트들이 국내외에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피부구

조, 병의 원인 및 진단, 치료, 예방법 등의 질병의 전체 개요를 서

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한의학 혹은 서의학의 부분

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한의학 기반의 새로운

아토피 피부염 치료법 개발 및 관련 연구를 보다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관련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재료 및 방법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지식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은 크게 정보 수집 과정, 정보의 추출 및 분석 과정, 그리고 데이

터베이스 구축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보 수집 과정

본 연구에 활용된 생약 관련 정보의 수집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 된 국내외 논문과 문헌을 참고하였다.

한의학 정보의 경우 관련 서적으로부터 아토피 관련 주요

정보들을 직접 추출 하였으며, 이 외에도 식품의약안전청의 생약

및 한약제제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전통지식포탈의 약재, 처방,

병증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부터

전자화된 정보를 추출 하였다3-16). 서의학 정보의 경우 의학 관련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을 기반으로 Pubchem 및

Clinicaltrials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였다
17-29). 실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활용한 한의학 및 서의학 정보들

은 Fig. 1과 같다.

Fig. 1. The publications and websites that are used to establish

ATODERM database for atopic dermatitis treatment. For Oriental
medicine information, Atopy-related information has been directly abstracted from

the relevant sites. Also, KFDA and KoreanTK sites have been utilized for relative

information. And for Western medicine information, the world's largest database for

related information, Mediline has been utilized. And for compound ingredient

information, Pubchem, and for clinical information, Clinicaltrials, have been the

references.

2. 정보의 추출 및 분석 과정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한의학 서적의 경우 아토피 관련 정

보 추출은 수작업을 통해 수행하였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은 핵

심 단어들의 검색을 통해 수행하였다. 다만 방대한 Medline 데이

터베이스의 경우는 직접적인 단어 입력을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

므로, Perl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자동 추출 작업을 수행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 추출 및 분석 관련 IT 기술을 한의학

도메인에 적용을 하였을 때, 한의학 용어의 통일 문제와 컴퓨터

를 통해 산출된 대량의 정보 검색 결과에 숨겨진 많은 가짜 정보

(false-positive result)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아토피 관련 한의학 용어들의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규칙 및 결과 분석의 규칙 등 많은 한의학

용어 검색에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한의 전문가의 수작업

을 통해 검색 결과들을 재검토하였다(Fig. 2).

또한 작업의 구체화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을 소양(itchy or

pruritus), 건조(xerosis), 구진화(papule), 홍반(erythema), 태선화

(lichen), 찰상(excoriation), 삼출(effusion), 부종(edema), 암화

(pigmentation), 가피(eschar)등 10개의 주요 증상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한의학의 변증인 실증[풍열(風熱)형, 습열(濕熱)형]과 허

증[비허(脾虛)형, 음허(陰虛)형, 혈허(血虛)형]으로 구분해 매칭하

였다
30)

.

Fig. 2. The example of Perl programming. Perl Script was used to extract
Medline information related to the herb for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3.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수집 및 가공한 정보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Microsoft Access 2010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수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단미의 학술명을 핵심키(primary key)로 하

여 관련 정보들을 연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검색 및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물리적, 논리적 설계를

구현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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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gical structure of ATODERM database. Using Latin names as
primary keys, ID numbers have been issued and the system has been organized

to inter-connect related information, i.e., herbal drug, prescription, ingredient.

결 과

구축한 아토피 피부염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아토덤

(ATODERM)이라 정의하였고,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토덤의 정보 구축을 위해 15,000여 개

이상의 연구 논문이 분석되었으며, 이 중 200여 개의 핵심 논문

을 다시 선별하여, 주요 정보를 추출하였다. 현재 아토덤에는 88

개의 처방, 150개의 단미, 1718개의 성분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

합되어 있으며, 검색을 통해 모든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a)보중익기탕(buzhongyiqi-tang) screenshot

(b) 감초(Glycyrrhizae Radix) screenshot

(c) 글리시리진(Glycyrrhizin) screenshot

Fig. 4. The screenshots of herbal drug, prescription and ingredient.
Taking '보중익기탕(buzhongyiqi-tang)‘ screenshot(a) as the representative remedy

example for atopic dermatitis, one has to select 'Glycyrrhizae Radix’, among herbal

component consisting of 보중익기탕(buzhongyiqi-tang), known to have shown

effectiveness for atopic dermatitis, one would be connected to herbal

screenshot(b) show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herbs. And then, one is to select

'Clycyrrhizin', the main ingredient of 'Glycyrrhizae Radix', one would be connected

to screenshot(c) that shows the information of the ingredient.

예를 들면 처방으로 검색을 수행할 경우, 처방에 관련된 한

의학 및 서의학의 상세 정보가 출력이 되고, 다시 처방을 구성하

는 단미한약재를 선택할 경우 단미에 대한 상세 정보가 출력되

며, 여기서 다시 단미를 대표하는 성분을 선택하면 성분에 관한

세부 정보가 출력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처방, 단미 및 구성성

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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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아토덤(ATODERM)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생약에 관

련된 한의학과 서의학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 지

식기반 데이터베이스'로 아토피 피부염을 연구하는 한의학 및 서

의학 연구자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중복 연구를 회피

할 수 있는 통합되고 정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활

용 될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특히, 약물의 생체 내 분자 기작을 시스템 생물학적 측면에

서 예측하는 연구가 최신 의학의 화두로 대두 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아토덤의 검증된 생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의학 처

방 및 생약들의 분자 생물학적 기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처방과 치료법 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활용은 향 후 더욱 증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축된 아토덤은 특정 질병에 대해 한의학적 지식과

서의학적 지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하나의 모델 시스템으로써,

타 질병으로의 확장에도 널리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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