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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보완대체요법 중 귀 반사 요법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쉽게 교육하고 누구나 원하는 증상별 

처치를 빠르게 검색하고 정확한 위치에 첨압 할 수 있으며 귀 반사 기본 자료, 인체상응 관계도, 첨압 관련 리포트 및 증상별 

처치 리포트 등을 인쇄로도 가능하여 민간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귀반사(Ear Reflex), 교육(Education), 데이터베이스(Database)

I. Introduction

컴퓨터가 의료 분야에 도입된 이래 병원정보시스템(HIS : Hospital 
Inform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OCS : Order Communicatio
n System),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등 

보건의료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

의료 부분의 정보화는 필수인 시대다[1]. 이러한 시대에 보건의료정보 

관련 분야를 교육하기 위한 부분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국가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자료 

제공에서부터 각종 보건의료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각 

분야의 실무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포함하는 광범위

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1,2] 그러므로 보건의료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컴퓨터의 데이터로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보완대체요법 

중에 하나인 귀 반사 요법 역시 관련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교육에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귀 반사 요법의 기본사항 및 적용방법 등을 데이터베이

스화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보건의료부분의 컴퓨터 활용

보건의료 분야의 컴퓨터 활용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의사소통

과 원격 통신, 두 번째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DB(Database)와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이용

하여 저장과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료처리 자동화

의 단계로 일정부분 지능 및 정보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행되

어가고 있다[1,2].
귀 반사 요법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프로그

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를 활용하고자 한다[3,4].

1.2 귀 반사 요법

귀 반사 요법은 기통환으로 인체에 상응하는 귀의 반사구역과 

반응점을 자극 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91개 반사구를 인정받

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요법의 하나이다. 이론적 근거는 1913년 

미국의 피츠제럴드가 반사학에 의한 “구역치료법"을 시작으로 1956
년 프랑스의 폴 노지에는 귀의 각 부위는 인체의 장기, 기관, 조직과 

상응하며 귀는 인체의 축소판으로 자궁 내의 태아 모습과 같은 형상이

라는 ”태아역위지도“를 만들어 연구를 본격화 하였다[5]. 
동양에서는 황제내경에서 귀를 이용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황제내경에 의하면 몸에는 12경맥이 흐르고 12개의 경맥은 손과 

발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데 그 중간에 몸통과 머리를 연결하여 

순환된다고 하였으며 귀에도 이 경맥의 일부가 흐르는데 12개의 

경맥 중에서 6개의 양과 관련된 경맥이 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그 경맥의 가지를 통하여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6].
귀 자극 요법은 자연치유 요법의 하나로 1990년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
zation)는 귀의 해부학적 구조와 표준 반사구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공동 표준화로 아시아, 유럽, 미국의 동의를 얻어 최종 91개 반사구를 

인정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민간 이혈 요법 학회가 발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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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 

III. The Proposed Scheme

1.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귀 반사 요법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하여 다음의 분석 및 설계 

절차를 거쳐서 분석 및 설계를 한다. 
첫째,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쉽게 교육 할 수 있도록 기본설명이나 

그림을 활용하였다. 둘째, 귀 반사 요법의 이론 및 수집된 자료들을 

종류 및 데이터의 량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Assess를 선택하였다. 셋째, 설계를 위하여 

교육 내용과 각종 양식을 정리하고 입력 및 출력에 요구되는 각종 

폼 및 보고서를 설계하였다. 넷째,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계하고 각 테이블의 연계를 위한 기본 키(Primary key)와 

외부 키(Foreign Key) 그리고 속성들을 정의하였다. 다섯째, 실제 

데이터베이스 생성 툴을 이용하여 구현(Implementation) 한다.

1.2 시스템 구현

그림 1은 귀 반사 요법 교육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이다. 
기본 귀 반사 관리 부분, 증상별 처치 관리 부분 그리고 리포트 

관리부분 등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System Organization

그림 2는 귀 반사 요법의 교육을 위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중복을 최소화하여 구현하기 위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구현하기 위하여 설계된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ERD (Entry 
Relationship Diagram)를 표현한 것이다. 증상별 처치 엔티티의 

기본명칭속성 및 상응명칭속성과 조인되는 반사구 위치관리 엔티티에

서 명칭속성을 이용하여 위치그림을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에 첨압하기 

위하여 두 엔티티의 관계를 형성한다. 

System Organization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요법 중 귀 반사 요법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쉽게 교육하고 배우며 원하는 처치를 빠르게 

검색하고 정확한 위치에 첨압 할 수 있으며 귀 반사 기본 자료, 
인체상응 관계도, 첨압 관련 리포트 및 증상별 처치 리포트 등을 

인쇄로도 가능하여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관련 자료들을 좀 더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한다면 민간이나 비전문 의료 부분에서 실시되고 있는 귀 반사 

요법이 좀 더 널리 보급되어 국민건강 증진, 질병예방, 면역증진 

및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귀 반사 요법이 미래의 건강법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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