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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에서 변증(辨證)은 환자에게 발현된 질환상태로 부터 ‘증
(證)’을 감별하여 병리적 본질을 규명하고 확정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변증에서 증의 확정은 한의사의 사진(四診)에 의거
하는데 그중 문진(問診)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문진에서 얻
어진 증상이 변증의 주요 근거가 된다1).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달
리 질병을 존재로 보지 않고 인체의 특정한 시간의 전체적인 상태
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증상들이 질병 그 자체이며, 
증상들에 대한 해석과 요약이 한의학적 진단이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증상의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
    즉, 한의학에서 증상은 진단 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데, 평
소에 나타나는 소증(素證)과 일상생활에서 자각 되는 증상은 문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아내기 쉽지 않고, 환자의 확실하지 않
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단에 중요한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소증과 일
상증상을 잘 기록하면 진단과 예후 관찰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스마트 시대로의 진입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콘텐츠, 
문화를 보급․창출해내며 건강에 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치료중심
이 아닌 예방과 케어, 힐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
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던 수동적인 과거 소비자 행태에서 스마
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내는 능동적 소비자의 모습으로 변화
함에 따라3) 한의학에서도 개인 스스로 건강정보를 기록ž관리하고 개
인이 건강정보를 소유하는 개인 주도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의학 분야의 증상에 대한 
연구로는 증상표현 방법론, 자연어 표기 분석, 온톨로지, 증상을 이
용한 진단서비스, 설문을 통한 변증 진단 등이 존재한다. 이런 연
구들은 전문가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설문지나 증상을 입력한 후 진단을 하는 연구가 많았다. 
    증상일기는 일부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이
하 PHR)시스템과 건강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정보
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기처럼 기록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으로는 
유케어노트 앱4)의 건강수첩 기능과 송파구스마트주치의5)의 건강일
기 등이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의 연구로는 박6), 김7-9), 조10), 이11), 문12) 등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증상 부위를 선택한 후 대표 증상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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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면 알고리즘에 의해 진단 결과를 도출해 준다. 김9)의 연구에서
는 도출된 진단 결과를 다음 진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조10)

의 연구에서는 도출된 질병의 원인, 민간요법을 제시해 준다. 이11)

의 연구는 사용자의 부위별 자가 증상 입력 부분과 변증을 위한 필
수 증상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선택된 증상으로 가장 유사한 
변증 유형을 제시하고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진표와 관련된 연구로는 문13), 박14) 등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문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환자, 의사용 진료 기록지를 개발하였
다. 간호사 작성부분은 환자 활력증후로 신장, 체중, 혈압, 맥박, 
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 작성 부분은 주 호소 증상, 과거
력, 가족력, 약물력, 자각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 작성 부분
은 사진(四診)부분과 주소증별 세부진찰 파트로 소화기, 호흡기 등 
세부 진찰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박14)의 연구는 온라인 문진시스템
에 관한 연구이며, 한의학 진단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진단 시나리
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변증 진단용 설문의 연구로는 문12), 임15), 김1) 등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임15)의 연구에서는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문진 형식의 
화병 변증도구를 개발하였다.
    전자진료부(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에 구조화
된 증상 입력에 관련해서 박16,17), 임18,19), 김20) 등의 연구들이 존재
한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의학용어를 바탕으로 증상
을 입력하면, 입력된 데이터는 데이터 간에 의미를 가지며 활용 가
능하고 진단을 위한 추론, 데이터의 분석, 의사결정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증상일기, 자가진단, 문진표, 설문
지 등에 입력한 증상 정보를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
의 없었고 일반인이 입력한 정보는 단일시스템 내에서만 사용이 되
었다. 증상을 구조화하여 저장하는 연구는 의료진이 사용하는 전문
가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자연
어 처리 연구21)는 한의학 증상용어를 형태소 분석한 것은 본 연구
와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자연어로 표기한 증상의 속성을 분석하고 
형태소 자동 추출을 위한 형태소 테이블을 만든 연구이며, 시스템
을 활용하여 오토매틱하게 처리하지는 못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한
의학에서 개인 스스로 건강정보를 기록ž관리하고 개인이 건강정보
를 소유하는 개인 주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에서의 증상 수집의 중요성에 따라 
한의 기반의 건강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상증상기록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상증상기록시스템은 개인이 일상에서 
자각증상을 기록하고 축적된 개인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주도
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진과 증상을 공유하여 전문 
진료와도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설계, 개
발하였다.

연구방법

1. 일상증상기록시스템 설계
 1) 일상증상기록시스템 구조
    일상증상기록시스템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사용자가 일상 증

상을 기록하면 실시간으로 서버에 증상 정보가 저장이 되고 인터넷 
접속이 되면 자신의 증상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증상 정
보를 입력한 후 개인 스스로 자각 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상의 정보
를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증상의 자연어 처리와 검색 부
분은 한의증상검색시스템의 Open API를 통해 처리가 된다. 진단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치료법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기록한 일상증상은 OAuth인증을 통해 API로 제공되어 타 
시스템에서 개인의 증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이 한 
번 입력한 증상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기록 관리할 수 있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of daily living symptom record system.

 2) 일상증상기록 프로세스
    일상증상을 기록하는 프로세스는 Fig. 2와 같다. 일반인이 자
각되는 증상을 인체도와 부위별 정보에서 부위를 선택해서 증상을 
선택하거나 증상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한다. 증상검색 Open API를 
통해 한의 증상을 결과로 보여준다. 검색된 증상 목록에서 증상을 
선택하여 일자, 메모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선택하
여 일상증상을 기록한다. 일상증상입력은 Table 1과 같이 크게 4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Fig. 2. Process of daily living symptom record system.

Table 1. Recording method for daily living symptom
NO 일상증상입력 방법 비고

1 부위별 목록에서 특
정 부위 선택

부위목록에서 특정 부위를 선택하여 증상목록이 
나타나면 해당 증상선택

2 인체도에서 특정 부
위 선택

인체도에서 특정 부위를 선택하여 증상목록이 나
타나면 해당 증상선택

3 증상검색 입력한 증상을 자연어처리를 한 후 증상목록이 나
타나면 해당 증상선택

4 현재증상 추가 버튼 
선택

어제, 최근, 과거의 증상에서 현재에도 증상이 나타
나면 현재증상 추가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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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면 구성
    일상증상기록시스템은 모바일에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Fig. 3과 같이 메인화면을 구성하고 모바일웹으로 구축하였다. 메
뉴는 현재, 최근, 과거, 증상검색으로 구성 하였다. 현재메뉴는 현
재증상, 어제증상, 증상입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있던 
증상이 현재도 지속이 되면 ‘현재+’ 버튼을 선택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최근, 과거, 증상검색 메뉴는 개인이 증상을 인지하기 쉽
도록 특정 기간별 증상정보를 보여준다.

Fig. 3. Main screen of daily living symptom record system.

 4) 증상 자연어처리
    자연어로 입력한 증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의증상검색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증상 검색 및 자연어 처리 결과는 JSON형태로 
Open API를 제공한다. 증상을 입력하면 입력한 증상을 형태소로 
분석한 후 증상명, 사용자 설명, 형태소 순으로 검색 하여 결과 값
을 보여주며 처리 과정은 Fig. 4와 같다.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 분
석기22)를 사용하였다. 

Fig. 4. Proces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 DB 설계
 1) 한의학 온톨로지
    본 연구에서는 지식베이스로 한의학 온톨로지23)를 활용하였다. 
한의학 온톨로지는 약재, 처방, 병증, 침구경혈을 중심으로 한의학 

지식을 모델링하고 OWL 형태로 기술한 온톨로지이며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축하였다. 한의학 온톨로지
는 현재 약 100만 트리플(triple)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약재 
정보는 본초학, 임상본초학, 신씨본초학에서 추출하였으며, 병증 정
보는 병리학 교과서와 간계내과학, 심계내과학, 비계내과학, 폐계내
과학, 동의신계학의 5계 내과학 교과서에서 추출하였고, 처방 정보
는 방제학, 동의방제와 처방해설, 방약합편 그리고 5계 내과학 과
과서에서 구성약재, 효능, 주치가 같이 나오는 처방들을 추출하였
으며, 침구경혈 정보는 침구학 上, 침구학 中, 침구학 下에서 추출
하였다. 증상은 각 서적에서 병증의 수반증상, 처방과 약재의 주치 
증상 항목들에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각각의 정보들은 온톨
로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검색이 가능하다24). Fig. 5는 
한의학 온톨로지 RDF 그래프 예제이다. 붉은 타원은 병증과 증상, 
초록 타원은 처방, 파란 타원은 약재, 주황 타원은 효능, 보라색 타
원은 과명, 검은색 타원은 기원 클래스를 표시하였다25).

Fig. 5. KM ontology RDF graph example25).

 2) 한의 증상 DB 설계
    증상 자연어처리를 위해 한의학 온톨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Fig. 6과 같이 한의학 온톨로지에서 
증상을 추출한 후 일반인을 위해 증상의 설명을 자연어로 구축하고 
활용하였다. 그래서 한의 증상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한의 증
상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증상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는 
한의 증상 데이터라고 정의하겠다.

Fig. 6. KM symptom data.

    한의 증상 DB는 NoSQL DB인 MongoDB를 사용하였다. 
MongoDB는 테이블 대신에 Collection이라는 개념을 가지며 하나
의 Collection 내부에 여러 개의 Document들이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 Fig. 7과 같이 OBJECT_ID, 증상 URI, 증상 한글, 증상 한
자, 증상 설명, 형태소 분석결과, 사용자 설명 데이터, 사용자 설명 
데이터 빈도수를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형태소 분석결과 필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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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 증상의 설명을 형태소로 분석한 결
과를 저장한다. 사용자 설명 데이터 빈도수는 사용자가 실제 검색
한 증상에 따라 빈도수가 관리가 된다. 추후 사용자 설명 데이터 
빈도수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증상 입력 패턴을 파악하고 한의 증
상 DB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NoSQL DB는 데이터양이 늘어날수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data base) 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아서 데이터가 축적
되고 사용이 될수록 빅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장
점을 살릴 수 있다26).

Fig. 7. DB design for KM symptom.

 3) 일상 증상 DB 설계
    사용자가 기록하는 일상 증상을 저장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DB를 설계하였다. DB는 오라클을 사용하였으며 사용자 테이블과 
일상 증상 기록 저장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사용자 테이블은 암호
화해서 저장한다. 일상 증상 기록 저장 테이블에는 증상을 구조적
으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연어로 입력한 증상과 자연어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증상의 URI⦁한글⦁한자⦁설명, 증상이 
발생한 일자, 메모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8. DB design for daily living symptom.

결    과

1. 한의 증상 DB 구축 결과
    6,500개의 한의 증상을 URI, 한글, 한자, 설명, 형태소 분석 
결과, 사용자 설명 데이터, 사용자 설명 데이터 빈도수 항목으로 
각각 구축하였다. Fig. 9는 ‘두혼통(頭昏痛)’이 저장된 형태이다. 

URI는 ‘SY頭昏痛’, 한글은 ‘두혼통’, 한자는 ‘頭昏痛’, 설명은 ‘머리
가 어지럽고 아픈 증상’, 형태소 분석 결과는 ‘머리’, ‘어지럽’, ‘아
프’, 사용자 설명데이터는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증상’, 사용자 설
명 데이터 빈도수는 1이다. 여기서 사용자가 증상 검색을 한 후 해
당 증상을 선택했을 때 같은 사용자 설명데이터가 있으면 빈도수가 
올라가고 없으면 사용자 설명 데이터로 추가된다. 이는 사용자들이 
검색한 증상과 선택한 증상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검색결과를 상위로 보이게 할 수 있다.

Fig. 9. Result of storing the KM symptom in mongo DB.

2. 일상증상기록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 개인이 일상 증상을 꾸준히 잘 기록하고 증상을 구
조적으로 저장하고 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증상기록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1) 증상 검색 및 결과
    증상 검색 및 자연어처리를 위해 Open API를 제공하며 결과
는 JSON형태로 제공한다. 일상증상기록시스템에 적용한 화면은 
Fig. 10과 같다. ‘얼굴빛도 어둡고’로 검색했을 때 형태소 분석 결
과는 ‘얼굴빛’, ‘어둡’이다. 이 정보를 토대로 자연어처리 결과로 
‘면색암황(面色暗黃)’, ‘면색자암(面色紫暗)’, ‘면색창백자암(面色蒼
白紫暗)’, ‘면색암(面色暗)’, ‘면색회이대청(面色晦而帶靑)’을 보여준
다. 이렇게 검색결과를 보고 일반인은 얼굴색이 어둡다는 증상 외
에도 색깔이 누런지, 자주빛을 띄는지, 푸른지 등의 색깔에 대한 
증상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어 상세한 증상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0개의 결과를 찾아주는 키워드 검색과 다르게 형태소분석을 
이용한 자연어처리를 통해 5개의 증상 검색 결과를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증상을 검색했을 때도 더 많은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증상의 자연어 처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21)의 연구
에서 분석한 증상의 속성 조합 유형 분석 결과를 Table 2와 같이 
정리하고 증상 예를 검색해 보았다. 해당 속성의 증상으로 검색을 
한 결과 Fig. 11과 같이 자연어 처리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본 연
구에서 확인하였다. ‘입이 쓰고’는 ‘부위+서술어’ 유형이며 형태소
분석 결과는 ‘입’, ‘쓰’이다. 검색 결과는 ‘인건구고설조(咽乾口苦舌
燥)’, ‘구고건(口苦乾)’, ‘구고음식무미(口苦飮食無味)’ 등이 검색되
었다. ‘입이 쓰고’와 같은 검색어는 사용자 설명이 부분 일치하는 
것 2개이고 나머지는 형태소가 일치되는 증상명이 검색되어 총 5
개의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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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PI result and applied scree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ig. 11. Symptom search result screen.

Table 2. Analysis result of combined type of the symptom attribute 
NO 증상입력 방법 증상 예
1 부위 + 서술어 입이 쓰다
2 서술어 + 기능(현상) 정신이 흐리다
3 부위 + 서술어 + 기능(현상) 목에 힘이 없다
4 부위 + 서술어 + 방향(위치) 목 뒤가 아프다
5 서술어 토하다, 화나다
6 부위+서술어 + 물질 머리에 땀이 나다
7 서술어 + 물질 가래가 나온다
8 부위 + 서술어 + 부정 입을 못 열다
9 부위 + 서술어 + 양상 머리카락이 쉽게 부서진다
10 서술어 + 강도 잘 잊는다

 2) 일상증상 입력 및 DB 저장 결과
    사용자가 ‘얼굴빛도 어둡고’로 입력하고 증상검색 결과에서 ‘면
색회이대청(面色晦而帶靑)’을 선택하고 증상 시작일을 
‘2014-12-20’, 종료일을 ‘2014-12-22’로 지정한 후 저장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추후 증상 URI 정보는 지식베이스의 병증, 처방, 
약재 등을 조회할 수 있어 향상된 한의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3) 일상증상 조회 및 공유
    구조화된 증상은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다양하게 
증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과거, 증상검색 메뉴를 통하여 
증상을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게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증상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메뉴는 가장 최근 일주일간의 증상 정보를 보여준
다. 과거 메뉴는 1-5년 전의 해당 달의 증상 정보를 보여준다. 연
도별 증상 검색은 해당 년도의 증상 건수가 많은 10순위까지 보여
준다.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는데 도
움을 준다.
    기록된 증상으로 의료진과 공유를 통해 진료 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누적된 증상기록으로 증상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치료법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설정/해제 
기능을 통해 필요유무에 따라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공유된 사용
자의 대시보드는 Fig. 1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Fig. 12. Result of storing the daily living symptom in DB.

Fig. 13. Symptom statistics screen.

Fig. 14. Sharing setting and dashboard of shared user.

고    찰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스마트 
시대에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도 개인 스
스로 건강정보를 기록ž관리하고 개인이 건강정보를 소유하는 개인 
주도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여 일상증상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개인이 입력한 증상으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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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단을 하기 보다는, 증상을 기록ž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당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개인이 일상증상을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 진료 시에 치료법 결
정에 도움
    개인이 일상에서 자각 할 수 있는 증상을 스스로 기록하고 관
리할 수 있어 의료진과 증상을 공유하여 진료와 예후 관찰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문진 시 기억에 의존하여 진료 시 어
려움이 있었다.

2. 인체도ž부위별 증상 정보와 다양한 증상 집계 제공
    인체도ž부위별 증상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쉽게 증상을 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개인이 기록한 증상을 기간별 증
상별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최근, 과거의  증상 검색으로 
다양한 증상 집계 정보를 제공한다.
 
3. 자연어처리를 통한 상세한 증상 입력
    개인이 증상의 한자 표현을 몰라도 자연어처리로 검색된 증상
의 자연어 설명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 외에 색깔 등의 
증상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어 상세한 증상 입력이 가능하다. 약 
6,500개의 한의학 증상 용어가 제공되어 진다. 자연어처리는 형태
소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빠른 검색을 위해 NoSQL인 MongoDB로 
구축하였다. 또한 Open API로 구축하여 타 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4. 구조적으로 잘 저장하여 계산 가능하고 지식베이스와 연계하여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이 증상을 입력하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잘 저장하여 계
산 가능하고 활용이 용이하다. 기록한 증상으로 지식베이스를 이용
하여 병증, 처방, 약재, 효능을 도출할 수 있어 더 향상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개인이 증상정보를 소유하며 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개 서비스 제공
    기존에 단일 시스템 내에서만 사용되던 정보가 Fig. 15와 같이 
OAuth인증 후 API를 통해 PHR, EMR,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이하 CDSS) 등의 타 시스
템에 증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EMR에서는 의료진이 증상을 입
력하는 부분과 연계가 가능하고 PHR에서는 증상수집 방안으로 활
용할 수 있다. 개인건강기기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및 활용이 증가
함에 따라 PHR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
며,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PHR 서비스를 총괄해서 보는 화면에서 PHR정보와 라
이프로그, 진료기록과 함께 일상증상기록 정보를 일자별로 구성하
면 정보의 흐름, 추이,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CDSS
인 한의진료지원시스템27)의 수집증상 입력 부분과 연동을 하여 한
의진료지원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증상입력 없이도 후보병증탐색이나 

후보처방탐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로 특정 환자의 최근 일상 
증상 기록을 확인하니 ‘오한(惡寒)’, ‘발열(發熱)’, ‘두통(頭痛)’이 있
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증상을 API로 받은 후 후보병증으로 ‘감모
(感冒)’, ‘곽란(霍亂)’, ‘급성신우신염(急性腎盂腎炎)’ 등 25개 병증을 
도출해준다. 의료진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진료를 볼 수 있다.

Fig. 15. Example of utilizing the symptom record on other systems28).

    기록한 증상으로 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병증, 처방, 약재, 효능
을 도출하는 데이터 흐름은 Fig. 16과 같다. 이와 같이 기록한 증상
과 지식베이스를 활용하여 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ig. 16. Data flow of symptom and knowledge base.

    요약하면, 일상증상기록시스템은 개인이 일상에서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증상을 기록하고, 기록된 증상으로 개인이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증상
의 자연어처리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 외에 색깔 등의 증상
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어 상세한 증상 입력이 가능하다. 기록한 
증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구조적으로 잘 
저장하고 지식베이스와 연결되어 의미를 가지며 계산 가능한 형태
로 표현되어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PHR, 
EMR, CDSS 등에 증상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OAuth인증을 
통해 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 시에 의료진과 증상을 공
유하여 치료법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증상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개인의 건
강관리를 위해 좀 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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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또한 자연어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자연어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인의 
증상 정보를 타 시스템에 제공할 때, 개인의 동의와 OAuth인증을 
거치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사항이 있다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에서의 증상 수집의 중요성에 따라 한의 
기반의 건강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상증상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의학 기반으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증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개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개인의 일상 증상 데이터가 누
적이 되면 특정 증상과 연관된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개인의 평소 
증상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증상으
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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