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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build up information system for the 25 cases of Korean 

Medicine (KM) prescriptions which are used mostly often in clinic and aimed to offer information 

about its effect and safety to public and researcher.

Methods : We used KM prescription data-bank which came from ‘The Bio-informatics for 

herbal formula’ and ‘The evidence based medicine for herbal formula’ projects of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Results : First, we analyzed prescription data and categorized 7 classes, then we built up 

prescription database based on it. Second, we designed and developed user functions of prescription 

information system, then we link it to OASIS. Third, we developed adminstration system to 

manage the prescrip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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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From this study we hope that KM prescription information system will be used 

for fusion research based on KM. Because the implemented system is linked to OASIS, we expect 

it will be widely used.

 Key word : KM prescription, Herbal formula, Information system, Database

Ⅰ. 서  론

서양 의학에서는 의사의 경험이나 권 가 아닌 

과학 인 근거를 시하는 근거 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확

립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도 고 의서에 기재된 

처방에 한 과학 인 근거와 안정성에 한 신뢰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1,2). 그리하여 

한의학  진단과 치료에 한 과학  원리를 규명

하기 한 방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한약처

방에 한 EBM 구축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그리고 의료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 서비스

에 한 국민 인 인식을 향상하기 해서 서양 

의학을 심으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도 고 의서를 심으로 정보 제공이3,4)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정보에 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세부 으로 서양 의약품에 한 표 정보는 신뢰

성 있는 기 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되어 국민 

신뢰도 향상  지식 확산에 이바지 하고 있으나 

한방병원  한의원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한

약처방에 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부재하며 한의

학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한약처방 정보도 부

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빈도 복용 25개 한약처

방의 유효성과 안 성의 근거에 한 정보를  

국민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방처방 Bio- 

informatics 구축사업’(2006-2007)과 ‘표 한방처방 

EBM 구축사업’(2008-2012)에서 생성된 <Table 1>

의 25종 한약처방의 안정성, 안 성, 유효성에 

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다. 

먼 , 각 한약처방에 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

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기 

해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다. 그리고 편의성

을 고려하여 사용자 화면을 설계하고 기능을 개발

하 으며 향후 한약처방 데이터 추가와 리를 

해서 리자 기능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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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처방명 순 번 처방명

1 갈근탕 14 화탕

2 구미강활탕 15 오령산

3 귀비탕 16 오약순기산

4 반하백출천마탕 17 오 산

5 방풍통성산 18 육미지황환

6 보 익기탕 19 이 탕

7 사군자탕 20 이진탕

8 사물탕 21 인삼패독산

9 삼소음 22 자음강화탕

10 삼출건비탕 23 팔물탕

11 소시호탕 24 평 산

12 소청룡탕 25 황련해독탕

13 십 보탕

Table 1. KM prescriptions Ⅲ. 결  과

1. 데이터 분석  스키마 설계

한의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처방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25종의 한약처방5)에 한 

다학제간 연구결과 데이터를 수록한 ｢표  한방처

방 의약품 정보｣6)에 기재된 정보를 분석하여 <Table 

2>와 같이 처방, 이화학, 임상, 임상, 독성, 부작

용, 기타의 7개 분류로 구분하고 세부정보를 정

리하 다.

분류 소분류 정  보

처방 정보 처방명, 구성, 효능  주치
한약처방에 한 한국, 국, 일본의 문헌에 기재
된 정보 수록

이화학 정보
성분  구조식, 성분 분석, pH  
당도, 양소  무기질 함량

한약처방을 구성하는 한약재의 지표 물질에 한 
정보  한약처방의 물리화학  정보 수록

임상 정보
약리작용, 한약･양약 병용 약리작용, 
타 한약제제와의 비교 약리작용

한약처방에 한 한국표 질병사인분류별 약리작
용  병용･비교 약리작용 정보 수록

임상 정보 효능, 타 한약처방과의 임상비교
한약처방에 한 한국표 질병사인분류별 효능  
임상비교 효능 정보 수록

독성 정보 일반독성, 유 독성, 기타 논문에 수록된 독성 실험결과 정보 수록

부작용 정보 -
학회  논문에 보고된 부작용  주의사항 정보 
수록

기타 정보 약어, 참고문헌 연구결과의 약어  참고문헌 정보 수록

Table 2. KM prescription data analysis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Table 3>과 같이 

한약처방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20개 테이블과 정

보시스템 운 에 한 3개 테이블로 구성되는 한

약처방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

하 으며 각 테이블의 상 계는 <Fig. 1>과 같

다. 모든 테이블은 한약처방의 식별자인 PRES 

_PRESCRIPTION의 idx을 값을 공유하여 데이

터의 일 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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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  분 테이블 데이터

01

한약처방 정보

PRES_ABBREVIATION 한약처방 약어 정보

02 PRES_CAUTION 부작용  주의사항 정보

03 PRES_CLINIC 임상 정보

04 PRES_COMBINED 한약･양약 병용 약리작용 정보

05 PRES_COMPARED 비교 약리작용 정보

06 PRES_DISEASE 질병 정보

07 PRES_EX EX 제제 정보

08 PRES_HARVEST 함량 정보

09 PRES_HERB 구성  용량 정보

10 PRES_INDICATOR 지표성분 정보

11 PRES_INGREDIENT 성분  구조식 정보

12 PRES_JUXTAPOSED 타 한약처방과의 임상비교

13 PRES_MINERAL 무기질함량 정보

14 PRES_MOBILE 지표성분 정량법 정보

15 PRES_NUTRITION 양소함량 정보

16 PRES_PRECLINIC 약리작용 정보

17 PRES_PRESCRIPTION 한약처방 정보

18 PRES_REFERENCE 참고문헌 정보

19 PRES_TANG 탕액 정보

20 PRES_TOXIC 독성 정보

21

시스템 정보

PRES_USER 한약처방 리자 정보

22 PRES_WORK_INFO 한약처방 등록작업 정보

23 PRES_WORK_LOG 한약처방 작업로그 정보

Table 3. Table description

Fig. 1. Schema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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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기능 개발

한약처방 정보시스템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운 하고 있는 통의학 정보포털인 오아시스에서 

서비스하기 해서 오아시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계되어 <Fig. 2>와 같이 푸른색 계열로 디자인 

되었으며 기본 검색, 주제별 검색, 처방 황의 메

뉴로 구성되었다. 먼  한약처방은 ‘처방명, 약재

명, 성분명, 약리작용, 임상병명’으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는 <Fig. 2>와 같이 ‘처방정

보, 이화학정보, 임상정보, 임상정보, 독성정보, 

부작용’이 탭으로 제공되며 약어  참고문헌 정

보는 팝업으로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질병별검색은 통계청의 한국표 질병사인분류 에

서 연구결과와 련된 19개 각 항목과 련된 한

약처방
5)
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호안의 숫

자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한약처방 수를 나타낸

다. 마지막으로 한약처방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 소개인 처방 황 메뉴에는 한약처방 정보에 

한 총론, 처방별･질병별 조회 황, 연간･월간･일

간 사용자 검색어 황의 기능이 구 되었다.

Fig. 2. KM prescription detai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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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자 기능 개발

한약처방 정보시스템의 리자 기능은 기존 한

약처방에 한 수정과 신규 한약처방 등록을 해

서 구 되었으며 <Fig. 3>과 같이 한약처방에 한 

서비스목록과 서비스 기 탭으로 구성되어있다. 서

비스목록 탭은 재 사용자들이 조회할 수 있는 한

약처방에 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련 일

을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업로드

하면 한약처방 정보가 수정되게 된다. 그리고 서

비스 기 탭은 리자가 새롭게 등록한 한약처방

에 한 정보를 보여주며 등록된 정보를 검토한 

다음 서비스 용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조회

할 수 있게 되며 해당 한약처방은 서비스목록 탭

으로 이동하게 된다.

Fig. 3. Administr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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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사회  비용의 감과 

의료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해서 인터넷에

서 다양한 의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

보에 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의료 정보의 

특성으로 공인된 사이트 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양 의약품에 한 정보 제공 사이트는 

다양하나 한의약에 한 정보 제공 사이트는 매우 

부족하며 표 인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다국  보건의료분야 미디어 회사인 UBM Medica

의 한국 지사인 한민국의약정보센터에서 운 하

는 KIMS Online7)은 의약품에 한 상세검색 결

과를 제약사, 상병코드, 복지부분류코드 등 주제별

로 상세하게 구성하여 의약품에 한 문 인 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리고 

한약사회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재)약학정보원

에서 운 하고 있는 사이트8)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한 식별정보, 포장형태, 이미지 등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최 의 의료

정보 회사인 비트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드러그인포
9)는 무료회원/유료회원, 일반회원/ 문회원/단체

회원으로 구분하고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상병코드, 논문정보, 행 정의, 행 심사지침 

등 다양한 부가 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약재 평가기술 과학화 연구 사업단에서 2005

년~2010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 데이터베이스 제공 

시스템10)은 한약재의 생리활성 성분  효능 유

자에 한 정보를 심으로 한약재에 한 안 성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2007년

부터 운 하고 있는 학국 통지식포털4)은 약재, 병

증, 처방에 한 문헌정보를 제공하여 특허분석을 

한 선행조사  한의학 지식 기반 연구에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나 한약 처

방에 한 다양한 과학  근거를 제공하는 EBM

을 구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25종의 한약처방에 한 안

정성  유효성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한약처방

에 한 고 문헌  실험연구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최 의 복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한 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성 약물에 한 지표 

물질 분석 결과와 식약청 KGLP 기 에 따른 의

약품 독성 시험 결과가 구축되어 있어 한약 제제

의 품질 규격 평가를 한 기 으로 활용될 수 있

다. 그리고 한약처방 데이터베이스는 방 한 정보

를 체계 으로 요약한 결과이므로 더욱 자세한 내

용에 해서 추가 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출처에 한 참고문헌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약처방 정보 시스템은 국내 최

의 통의학 정보포털인 오아시스
3)
에서 서비스

하게 되므로 한의학 연구자, 임상의, 생물학 연구

자 등이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융합 연

구에 활용할 것으로 기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5개 한약처방의 유효성과 안 성의 

근거에 한 정보를  국민과 연구자에게 제공하

기 해서 다음의 결과를 생성하 다.

첫째, 25종의 한약처방에 한 정보를 분석하여 

처방, 이화학, 임상, 임상, 독성, 부작용, 기타의 

7개 분류로 구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둘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운 하고 있는 

통의학 정보포털인 오아시스와 연계하기 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설계되고 기본 검색, 주제별 검

색, 처방 황 메뉴의 기능을 개발하 다.

셋째, 한약처방 정보시스템의 리자 기능은 기

존 한약처방에 한 수정과 신규 한약처방 등록을 



54 상 , 신 규, 김  철

해서 서비스목록과, 서비스 기, 처방등록 기능

을 개발하 다.

연구비지원

본 연구는 ‘표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검색시스

템 구축(K12032)'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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