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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통합체질진단 시스템
- 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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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b Application of Constitution Analysis System 
- 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

Ji-Ho So, Jang-Woong Kim, Ji-Ho Nam, Bum-Ju Lee, Young-Su Kim, Jong-Yeol Kim, Jun-Hyeong D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is a system design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eded to diagnose 

a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expert diagno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requires 

the following four ways. This system provides objective information to the constitution diagnostic expert to collect

such information.

Methods 
SCAT was constructed by considering the user UI/UX to be easy to enter information. To provide a state of 

the subject in Table to make it easier to grasp the information of the subject also in constitution diagnostician. 

Results
Provides objective data for experts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subject.

Conclusions
Professionals and ordinary users through the SCAT system can easily access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In the future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SCAT system will improve the user's convenienc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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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사상의학의 기본 인 체질분류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게 네 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체질

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근  치료방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체질에 의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체질의 진단이 매우 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체질분류는 객 이고 올바른 진단

이 되어야 한다. 체질분류를 한 연구에서 구1와 함2의 

연구를 살펴보면, 구의 연구에서는 문 인 사상의가 

아닌 일반 인 한의사 간의 체질진단 일치도를 kappa치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의사의 주 이 반 되어 

체질진단 일치도가 낮았고, 문 인 사상의간의 일치

도를 분석한 함의 연구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차이 을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체질분류는 체질진단 문가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분류에는 체질분류 문가의 

자격  문가의 주  단의 개입으로 인해 일치도 

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 체질진단 수가는 <QSCCII(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를 이용한 심성검

사  상담과 안면ㆍ체간 계측방법에 의한 체형검사

에 부과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 은 따로 

수가가 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QSCCII>와 다른 검사방법이 가지는 한계로 체질의

학 공자 는 문의만 가능하고 이 한 해석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안

하기 해서 다양한 방법(안면 진단, 음성 진단, 체형 

진단, 설문 진단)으로 데이터의 객 성을 확보하고 

문의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사가 객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면 통합체질진단의 변

확 와 체질진단 보험수가 용까지 많은 기여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객 인 체질 단이 요

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이와 련 연구가 여러 문가

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3-9
. 객  체질요소를 

바탕으로 체질분류를 한 연구는 체형을 기반으로 

한 체질진단10
, 안면진단을 기반으로11,12

, 음성을 기반

으로 하는 개별 진단 도구13,14들이 개발되었다. 한국한

의학연구원(Korea Institution Oriental Medicine; KIOM)

은 사상체질정보은행 데이터베이스(Databank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B-SCM)에 수집된 안면, 체형, 

음성  설문 자료를 객 으로 분석하여 실제 한방 

기 에서 문가들이 체질 진단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Integrated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ISCD) 

β-version을 2011년 2월 사상체질학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하 으며15
, 그 뒤 실제 한방의료기 에서 사용하

다. 본 연구는 ISCD β-version을 기반으로 수정  

개발되었으며, 동의수세보원에서 체질진단에 필요한 

요소로 지목된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

리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시스템은 통합 체질진단 툴 

β-version의 웹 기반 응용 로그램을 업그 이드한 시

스템이며 한국한의학연구원 DB-SCM에서 수집된 자

료를 바탕으로, 안면 사진, 음성 녹음 일, 체형 정보, 

설문 자료를 객 으로 분석하여 만들어진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웹에서 근 가능하도록 구 한 기존 

SDT(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Tool)를 개선한 

SCAT(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이다. 기존 SDT

는 사용자의 편의성 보다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CRF 

형태를 그 로 용하 다.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입력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차의 복잡성  이미 

입력된 데이터의 상태를 확인하기에 불편한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한 들의 개선을 해서 사용의 

UI  UX를 개선하 으며 입력방식  차를 새롭게 

수정한 웹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SCAT 웹 시스템의 구성과 구조에 해 설명하고 

본 시스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해 논하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1. SCAT 구조

SCAT 웹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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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web services architecture

Figure 2.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web services database architecture

용자 친화  User Interface(UI)/User Experience(UX)를 

고려하여 구성하 다 (Figure 1). 처음 시스템을 사용

하는 사용자도 직 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근하던지 편리

하게 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고, 사용자가 입력

된 정보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알아보기 쉽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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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diagram

했다.

SCAT 웹 시스템은 크게 시스템 사용자와 시스템 

리자로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기능이 설

계되었다. 시스템 사용자용은 상자 정보  데이터 

등록에 편리하도록 메뉴를 구성하 고, 일반 으로 

표 작업 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에서 

소개하는 순서 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시스템 리자용은 SCAT 웹 시스템을 반 으로 

리하고 재 사용 황과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에 주안 을 두고 구성하 다. 시스템 리자 메뉴는 

시스템 사용자 등록과 설문 질의문의 편집, 장, 데이터 

통계 확인, 자료실  기타 게시  리로 구성하 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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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user menu architecture

Figure 5.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administrator menu architecture

2. SCAT 구성

SCAT 웹 시스템은 상자 등록, 데이터 입력(안면, 

음성, 체형, 설문), 분석 결과 확인, 문가 기록 순으로 

구성 되었다. 상자의 체질분류 분석결과를 제공하

기 해서는 얼굴의 정면&측면 사진, 특정 모음  

문장의 녹음 일, 신체의 8부  체형 정보 그리고 

설문 질의 응답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입력의 편의를 

해 각각의 구성은 탭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웹 

시스템의 상단메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Figure 3).

SCAT의 메뉴는 사용자 편의성을 해서 직 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Figure 4). 그리고 

SCAT의 반 인 부분을 리할 수 있는 리자 모드

를 통해서 데이터 리  통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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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web site main page

상자 등록을 한 상자 번호 부여 방식은 각 

기 에 맞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 인 리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SDT에서 상자 번호를 특

정코드로 분류하면서 발생하는 검색요건을 기 에서 

이용하는 상자 분류 형식으로 따를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최근에 등록된 상자는 검색을 하지 않고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면, 음성, 설문, 체형 입력 황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리스트로 정리하여 구성하 다. 이

는 체질분석을 한 데이터의 업로드 황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검색을 최소화 하도

록 구성되었다.

입력된 상자 정보는 체질 분석 로그램을 통해 

안면, 음성, 설문, 체형 각각의 체질 분류 알고리즘으

로 분석하여 분석된 결과 값을 DB에 장한다. 장된 

데이터는 분석 결과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각

각의 분석 결과를 토 로 통합 체질 결과가 표시된다. 

사상체질 문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상자의 사상체

질 결과를 분석 결과 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가 

기록 탭을 이용하여 상자의 이력을 장하고 검색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Ⅲ. 結 果

1. 구현

SCAT 웹 시스템은 기존의 SDT 시스템에서 사용자

의 근  편의성 증 , 문가 기록 기능이 추가되었

다. 스마트기기에서의 속을 한 크기 조정, 속 

편의를 한 로그인 스크립트를 변경하 다. Explorer, 

Chrome, Firefox, Safari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속 

가능한 웹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개인의 정보보호

를 해 근권한 구분, 비 번호 사용  개인 정보 

교환 최소화, 내부 로토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의 일 근을 차단하 다. SCAT의 메인 화면은 사용

하는 기 의 정보를 집약 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

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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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body size input, survey data input, constitutional analysis result

Figure 7.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registered subjects, face photo input, voice file input

SCAT 웹 사이트는 사용자 정보 입력, 안면 데이터 

입력, 음성데이터 입력(Figure 7), 체형정보 입력, 설문 

입력, 체질분석결과 화면(Figure 8)으로 구성하 다. 

각각의 피험자 정보  체질분석결과는 결과 조회 리스

트를 통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Figure 9).

체질분석결과는 상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진

단모델과 통합진단모델을 통해서 결과가 산출된다. 

개별진단모델은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변수 선택에 기반한 multinomial lo-

gistic regression 기법을 이용하여 진단로직20을 구 하

다. 통합진단모델은 각 개별 체질 수의 가 치 

합으로 구 하 다. 각 진단 역별 체질 형성 정도

를 퍼센트(%)로 표 하여 체질이 분명할 경우 특정 

체질 수 값이 높게 나오고, 체질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각 체질별 수 값은 균등한 값을 같게 된다.

문가 기록은 상자의 인구학  정보, 문가 기

록지를 바탕으로 처방이력을 장한다. SCAT 사상체

질진단 내역과 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체

질정보, 재 건강상태 진단을 한 설문  병증 정도

에 한 이력정보를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2. SCAT의 활용현황 및 적용

SCAT은 학병원  일반 한의원 20여곳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진 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SCAT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 련 임상시험에서도 체질

진단 근거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는 SCAT에서 

객 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의사뿐 아니

라 연구자들에게도 사상체질진단의 객 인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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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registered subjects information list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SCAT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일

반 한의원에서나 연구에서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SCAT을 이용한 연구 논문도 계속해

서 진행되고 있다
16,17,21

.

Ⅳ. 考察 및 結論

통합 체질진단 툴은 객 이고 올바른 사상체질 

진단을 해서 안면, 음성, 체형, 설문의 정량  데이

터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 인 데이터를 생

성해 낸다. 그리고 SCAT 웹 서비스는 정량  데이터를 

입력하기 한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근하기 편

리한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웹 서비스에 

맞게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라우 를 이

용한다면 얼마든지 SCAT에 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 고, 이를 통해서 처음 사용하는 사

용자도 편리하고 안정 으로 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 편의성을 한 UI와 UX의 개선으로 인하여 

다양한 라우 (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Fire 

Fox)를 통한 사용이 가능해 졌으며, SCAT을 이용하는 

사용기   사용자, 수집된 데이터 들의 체계  리

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이는 보다 많은 사용자들

과 다양한 방식의 근을 통한 SCAT 웹 서비스의 확산

으로 이어지며 일반인들이 사상체질 진단에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추후 연구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SCAT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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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한 

기능 인 추가와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해지는 사용자들의 디바이스(타블릿, 스마트 폰)

등의 지원을 해서 웹 페이지의 표 화를 용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 인 사용을 해서 피험자들

의 기록은 히스토리 베이스로 용하여 피험자들의 

복 이고 지속 인 사용을 제공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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