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현재 사회는 교육자들이 병원 실습을 진행하더
라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을 다뤄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시적인 EMR id가 발급되어 자
유롭게 EMR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환
자에 대한 임의의 시나리오나 EMR 조작에 따른 
평가 및 환자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없다.

병원에서 실습생 및 신입 직원들에게 실무 능력
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학습 시스템은 모든 
병원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지만 실무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감축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종류의 의료 데이터를 접해볼 수 있
다.

또한 본 의료학습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버를 제외한 초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
출 수 있을 것이다.[1]

Ⅱ. 관련기술

2.1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
어로, 비동기적 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해 표
현을 위한 HTML, CSS, 등 동적인 화면 출력 및 
표시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DOM, Javascript, 
웹 서버와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조작
하기 위한 XML, JSON, HTML과 같은 조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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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웹 개발 기법으로 그 자체로 하나의 특정
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함께 사용하는 기
술의 묶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Ajax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웹 애플리케이
션은 브라우저에서 폼을 채우고 이를 웹 서버로 
제출을 하면 하나의 요청으로 웹 서버는 요청된 
내용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웹 페이
지를 작성하고 응답으로 되돌려준다. 이때 최초에 
폼을 가지고 있던 페이지와 사용자가 이 폼을 채
워 결과물로서 되돌려 받은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복되는 
HTML 코드를 다시 한 번 전송을 받음으로써 많은 
대역폭을 낭비하게 되고 이는 금전적 손실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대화(상호작용)하는 서비스
를 만들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ajax를 
사용하면 페이지의 이동 없이 고속으로 화면 전환
이 가능하며, 서버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비동기
의 요청이 가능하며, 수신하는 데이터양을 줄일 수 
있다.[2]

그림 1. Ajax를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흐름도[3]

2.2 jQuery

jQuery는 HTML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조작을 단
순화 하도록 설계된 Javascript 라이브러리 중 하나
이며 웹 상에서 가장 트래픽이 많은 상위 천만 개
의 사이트 중 65%가 사용할 정도로 인기 있는 소
프트웨어이다. 또한, jQuery는 javascript보다 간결
한 문법으로 요소와 요소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
으며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Ajax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2.3 MySQL

MySQL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DataBase이며 표준 질의 언어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사용하는 관계
형 DataBase로 빠르고, 유연하며, 사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다중 사용자, 다중 쓰레드를 지원하
며 Unix, Linux, Windows 등의 운영체제에서 사용
할 수 있다. MySQL의 특징을 말하자면 오픈 소스
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무료로 다운로드하
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뛰어난 보안 등이 있다.

Ⅲ. 시스템 설계

그림 2. 의료학습 시스템 설계

Client에 의해서 event 발생 시 해당하는 javascript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내에 구현되어있는 ajax로 
dataBase에 data를 요청하기 위하여 database의 경
로를 알고있는 router로 data request를 전달한다. 
Ajax의 url을 참조하여 javascript로 구현한 database.js
로 접근, database의 연결과 해당하는 router module
내에 있는 sql을 database에 전달한다. sql 실행 결과 
값을 callback 함수를 통하여 받고 send 함수를 통하
여 client에 전달하는 구성이다.

그림 3. javascript 함수 내부 ajax 구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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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outer 내부 database 경로 포함 모듈 구

현 코드

Ⅳ. 결  론

본 연구는 웹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의 의료 데이
터를 조작, 의료 데이터 기반의 문제 은행을 구현
하여 의료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 약 10
여개의 가상 의료 데이터로 의료 데이터 뷰어, 의
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은행 시스템, 제출, 
성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사회에서 의료학습에 대한 많은 고민은 있으
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법으로 실제 의료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많은 종류의 환자를 접해본 의료 지식이 있는 의
료 종사자를 주축으로 가상의 의료 데이터를 생성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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