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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암환자의 자가 증상 보고 시스템(ePRO)

개발 및 임상평가

본 논문은 Patient Reported Outcome이라는 환자 자가 증상 보고 시스템에 대해

서 환자 의사 임상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는 electornic PRO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종이기반의 환자 설문도구를 환자 중심의 UX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으며 의사의 경우 웹기반으로

로그인을 통해 환자가 입력한 자가 증상의 기록들을 집계하여 시각화 및 테이블로

검색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각각의 LifeLog 형태

인 증상기록 데이터를 비정형데이터베이스인 MongoDB를 이용하여 설계하였고 이

를 클라우드 서버에 구현하였으며 각각의 RestAPI를 이용한 Web/App서버를 구현

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시간을 줄이고자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실제 진료실

에서 두경부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중 기간 임상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제어 : ePRP, PROMISE, patient reported outcomes, health care system, BY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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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암 치료 중 부작용 관리는 증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

수적이다. 실제 부작용 경험 기간 동안 환자들의 삶의 길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말

초 신경병증 등 일부 부작용의 경우 적절한 중재 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이어져

치료 종료 후 환자의 삶에도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암 환자의 증상

에 대해서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는 환자 자가 증상 보고(PRO;

Patient Reported Outcoms)라는 제 3자의 해석 없이 환자에게서 직접 나온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로서, 의료 제공자와 중요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환자

에게서 의료진이 평가할 수 없는 통증의 빈도, 피곤함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의 환자의‘느낌’이나 ‘상태’를 포착 가능하다.[1]

PRO 중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PRO-CTCAE(The Patient-Reported

Outcomes-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가 있다. 암 환자의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별 증상보고의 의료진과 환자의 용어 표준화를

위해 환자 보고 결과를 활용한 부작용 공통 용어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겪는 암

환자들이 겪는 증상들에 대해서 측정한다.[2]

하지만 이러한 측정 도구들은 진료 시에만 환자 증상 측정이 가능하므로 임상환

경에서는 제대로 된 암 환자 증상 측정과 관리가 어렵다.[3] 실시간으로 암 환자의

증상 및 치료의 부작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ePRO(Electronic Patient-Reported-Outcomes)를 통해 전자식 컴퓨터 기기를 통해

환자의 자가 증상 도구를 활용하여 환자의 증상을 수집할 수 있도록 기존의 ePRO

시스템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환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의사용 웹 그리고

해당 서버를 설계하고 이를 시험 및 임상평가를 수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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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lectronic Patient Reported Outcomes 개념

1. Patient Reported Outcomes

환자가 개인이 느끼는 증상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외래에서

의사가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진료 질문에 있어서 환자의 개인적으로 느끼는 증상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의사가 질문을 주도함으로서 이와 같은 제한이 한계점으로서 작

용한다. 왜냐하면 환자가 직접 느끼는 증상과 질문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가 자발적

으로 기록한 기록에 의거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확성 때

문에 실질적인 환자에 의한 환자가 자발적으로 기록한 증상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자가 자발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의

발전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발전은 환자가 개인이 자신의 증상을 기입함으로서 일

전에 볼 수 없었던 약제의 부작용을 정밀하게 환자 중심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러한 환자 중심의 개인 증상에 대한 기록들은 각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 또는 질병

으로 구분지어 각각 도구화가 되어있는 PROMISE등 미국에 국가 차원으로 도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구화에 있어서 WHO에서 규정한 제약

업계에서도 자신들의 제약 사항에 대해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증상 기록 툴은 종이기반으로 각 환자의 증상이 어떠했는지 진료 이전에 수행되었

다.[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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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ronic Patient Reported Outcomes

이러한 환자의 증상 기입에 있어서 환자가 직접 손으로 기입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확한 입력이 많았다.[2] 특히 종이 기반의 설문지가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력의 부정확함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누락으로 환자가 해당 부분을 누락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중복 응답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맥락이 맞지 않는 응답

그리고 자유 기입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확한 입력은 결국 코딩작업을 담당하는

임상 수행원의 혼란을 일으키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입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결국 평가에 부정확성을 유발하고 정확한 의료진 또는 임상 연구가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6]

이러한 입력의 부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전자 장비를 통해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개인 단말기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한 기기를 통한

정보 취득이 기존의 입력보다 정확성과 몰입 감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이유는 전자 단말기 화면의 UI 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설문지를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력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입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 종이 기반의 입력보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기

그림 1 종이기반 PRO 증상 질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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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전자 단말의 입력은 별도의 코딩 전환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어 손쉽게 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3. Bring Your Own Device

ePRO로 인하여 각종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기기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각

의 단말에 따라 PRO의 환자 증상 수집에 있어서 미치는 효과와 고려할 사항이 나

누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종류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단말은 그중에서도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치란 뜻으로

BYOD(Bring Your Own Device)라 한다. 이러한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치

를 통해 앞서 제시한 증상의 종이기반으로 증상 정도를 수집하는 것보다 많은 이점

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기들의 종류의 특성을 파악

하고 적용할 기기에 맞춰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PRO의 질환 측정 질문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종이에서 측정되는 질의 문항과 시스템에서 표현되는

질의와 다른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기기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 크게는 다음 4가지 항목

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자동 음성 응답 시스템(IVRS; Interactive Voice Response

System)은 개인의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걸고 이후 녹음된 사람의

음성을 토대로 환자에게 직접 증상 질의를 들려주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응답은 환자

의 전화 단말기의 숫자 키를 누름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다. 두 번째는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기(HD; Handheld Device)로서 간단히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 폰과 같

다. 이들 기기는 각 사용자의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다. 각각의 증

상 질의에 대한 내용은 단말의 화면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이는 통신이 원활한 환경에

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의 증상 보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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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블릿 컴퓨터(Tablet Computers)로서 앞서 말한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화면이 큰 형태로 취급한다. 이 기기는 종이와 유사한 크기로서 손으로 가

지고 다니는 기기보다 실제 종이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노트북의 경우이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기기들 보다 익숙한 사

용자가 많으며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7]

그림 2 ePRO 시스템에 대한 적용 단말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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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RO의 고려 사항

PRO의 질문 증상 보고를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기로서 전자화 시킬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제 종이기반의 질문에서 전자 단말로서 기기의 증상 정보

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간극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이는 임상 측면에서 제시하

는 다양한 입력들 중에는 시스템에서 반영하기 힘든 형태가 존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의 통증 정도를 스케일로 수직선에 찍는 값에 경우에 버튼으로 입력하는

정보 시스템(자동 응답 시스템 IVRS의 경우)의 경우에는 종이와 입력차이가 생기

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었던

종이기반의 PRO 증상 질문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상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스템(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기, 태블릿 컴

퓨터, 데스크탑의 경우)의 어플리케이션단의 인터렉션을 이용하여 클릭 또는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설명을 더 들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고려할 사항들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PRO 증상 수집 인터뷰를 관장하는 임상연구자들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7]

이 뿐만 아니라 구현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태블릿이나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각 기기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국한되어 개발

할 네이티브 앱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들은 각 기기 시장의 점유율이 다르기 때문

에 신중히 고려하여 적용하는 기기와 실제 임상에서 증상을 측정하는 일의 흐름에

따라 적용할 기기를 잘 선정하고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시스템의 이 기종에 따른 네이티브 앱의 종류가 달라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

일 웹을 이용하여 하나의 웹 시스템으로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라 할지라도 내장된

웹 브라우저를 이용, 이와 같은 문제를 커버하는 방법도 있다.



- 7 -

5. 기존 ePRO 시스템의 문제점

가. 기존 ePRO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의 경우 환자의 증상 입력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국내

에 1건(구글 플레이스토어) 정도 있었으며 해외의 경우 총 12개 정도(구글 플레이스

토어 8건, 애플의 경우 4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존재 하였다. 이들의 경우 환

자의 증상을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ePRO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를 지녔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경우 미국의

Northwestern 대학의 PROMISE(Patient 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프로젝트가 있었으며 이 시스템의 경우 API를 통해 외부 시

스템에서 환자 증상을 수집하기 위해 질문과 답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9] 이 시

스템은 현재 Utah 대학과 Rochester 대학의 정형외과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해당 어플리케이션은 Utah는 mEval , Rochester는 YOUR VOICE)[10],[11]

가. 기존 ePRO 문제점

앞서 언급한 ePRO 시스템들에 있어서 지속 사용을 방해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활용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환자와 의사의 증상 기

록이라는 연결점에서의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3가지로 열거해 볼 수 있다.

첫째 도구의 다양성, 외국의 사례의 경우 일정 수의 앱들은 PRO의 증상 질문을

담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경우 각기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환자의 UI/UX를 고려하지 않은 기능 중심의 복잡한 앱 설계이다. 이는 환

자가 아픈 와중에도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직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계층적으로 증상을 분류하여 증상 단계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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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상을 찾아 누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친다.

셋째 임상 연구자의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활용이 어렵다. 병

원 측에서 사용되는 웹들의 경우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 일정 수준 치료 또는 연구

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임상 연구자

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코딩 변환 결과와 이들의 문항 형태에 따라 증상

결과물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기록 증대와 의료진 더 나아가

임상 연구자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애자일 방법론에 입각한 개발 구축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사용자(환자, 의사, 임

상 연구자)와의 인터뷰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따른 중간 사용자 테스트 그리고 실제

사용평가를 수행하여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시스템에 빠르게 반영하여 시스템과

사용자의 니즈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반영하여 다음의 설

계를 진행하고자 한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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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P.R.O 시스템 설계 구현

1. 시스템 전체 개요

표준화된 PRO 도구를 실제로 정보화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누어 응용계층을 구성하고 해당 파트를 각각의 사용자를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서버의 구성은 이러한 구성을 만족시키며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고 처리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구조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병원 측에서 사용하게 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웹서버와 환자 측에서 사용하게 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앱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림 3 ePRO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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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데이터베이스

- 비정형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환자의 증상 질의와 정보라는 복잡한 LifeLog형

데이터로서 스케일 아웃의 장점을 가진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각

진료 과에서 PRO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단위로 측정할 증상 확장

가능하도록 구성함.

- 역정규화 반영: 정형데이터베이스의 다대다 참조 테이블을 역정규화를 통해

줄이고 비정형데이터베이스의 nested object 구조를 활용하여 테이블 내부에

테이블을 배치함. 이를 통해 불필요한 조인 연산을 최소화 하여 성능을 개

선.

- 구성: mongoDB v3.2.11

Ÿ 서버

- 서버는 시스템의 구조상에서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고 알맞은 참여를 유도할

인터렉션을 주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기록된 증상을 토대로

조회, 시각화 및 PRO 프로젝트를 관리 할 수 있는 각종 웹 라이브러리와 구

현 결과를 제공하는 웹 시스템 서버로 구성 되어 있다.

- 두 서버 모두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대량 비동기

처리에 용이한 NodeJS와 Express를 이용하여 구현함. 각 요청의 URL과 그 방

법은 RestAPI 규정 방식을 철저히 따름.

- 구성: NodeJS v4.6.0, Express v4.9.0

Ÿ 환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구성: 안드로이드 젤리빈 4.1 이상을 담당하며 블루투스와 인터넷 통신이 가능

한 기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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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증상관리가 필요한 암 환자

- 설계: 모델-뷰-컨트롤러(MVC,Model View Controller) 패턴을 적용하여 설

계함

Ÿ 의료진용 웹 시스템

- 크롬, IE7(Internet Explorer 7) 이상, FireFox, Safari에서 수행 가능한 웹 어

플리케이션 구현

- AngularJS를 이용, 모델-뷰-뷰모델(MVVM, Model-View-ViewModel) 패턴

을 통해 의료진 웹페이지들을 구성함. 각 페이지당 컨트롤러가 구성되어 여

러 기능을 2개 이상의 페이지 기능을 탭을 통해 페이지 변환 없이 웹 서버

와 비동기 통신을 이용하여 기능 수행을 함.

2. ePRO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를 사용하였

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정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형식을 지

정 할 수 있으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객체를 BJSON(Binary JavaScropt Object

Nation)타입으로 저장 관리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다양한 계층과 질문 도구의 여

러 형태에 맞춰서 개인 증상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라이프로그형의 데이터를 관리하

기에 더 용이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법은 개체 관계도를 통한 지정과

이후 MongDB에 맞춰서 역정규화를 수행해 본다.

가. 개체 관계도

개체 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는 요구사항 도출 단계에서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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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게 되는 부분으로 1976년 Peter Chen에 의해 발표된 데이터 모델링 도구

이다. 개체 타입(Entity Type)과 관계 타입(Relation Type)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정보를 특정 DBMS와는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설계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하는 실제 사물 또는 개념에 대한 개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시한다.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를 규명하고 연결을 통해 정보들이 저장되고 연결

관계를 통해 차후에 있을 응용계층으로 부터의 질의 처리문을 설계할 수 있으며 도

구에 따라서는 물리 설계 단계를 진행하여 포워드 앤지니어링을 통해 바로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 할 수 있다.

본 ePRO 시스템은 매일매일의 증상과 질문 등을 기록하는 환자와 이러한

기록들을 외래 진료때 조회하는 의사 그리고 질문 기록들과 PRO 정보를 관리하는

임상연구원을 고려하여 전통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침을 따라 최대한 정규화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디자인 한다. 설계 도구로서 CA ERwin Data Modeler 16.X 를

사용하였으며 표시 방법으로는 정보화 구조 표기법에 따라 정보 IOS 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자인 하였다.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부분, 치료 부분, Life 부분, 진단 부분,

PRO 증상 기록 부분, PRO 부분, 약 부분, 명세와 진단의 하늘색 부분으로 나눔. 이

때 하늘색 부분의 개체들의 경우 EMR로부터 가지고 오는 정보임. 본 어플리케이션

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보 구조로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은 기존의 정형 데이터베이스(예를 들면 Oracle DB,

MySQL, Postal DB, Marrina DB 등)에 적합한 구조로서 차후 데이터의 중복을 최

소화 하고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정규화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데이터베이

스는 차후 다대다 관계 또는 다수의 참조관계 속에서 조인 연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물론 이 정규화의 파편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규화를

덜 할 수 있으나 다대다 같은 경우, 중간 참조테이블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실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언어(DML; Database Management Language)를 통해 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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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 조인 연산을 필연적으로 수행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설계한 본 시스템의 데

이터베이스의 경우 약과 치료관계 그리고 증상 기록과 증상 질의문의 관계에 따라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과도한 정규화로 인한 성능 복잡한 질의 구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비정

형데이터베이스로 역정규화를 수행한다. 객체 기반의 MongoDB의 특성을 사용하여

그림 4 ePRO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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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기반으로 재구성한다. 다대다 관계의 참조관계의 경우 한쪽 개체를 다른 한쪽

에 포함관계(nested object)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파편화된 테이블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물리계층 상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회 성능 또한 증가한

다. 더불어 Nodejs 환경에서 조회 결과를 바로 object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 역 정규화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다대다 관계에서의

파편화를 역 정규화를 수행함. 그리고 클래스의 포함관계를 사용하여 일대다 관계

를 개선한다. NoSQL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로서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재구성을 하

면 다음과 그림과 같다.

PRO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인 NoSQL인 MongoDB에 사용

그림 5 비정규화에 따른 MongoDB 개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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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클래스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 표현 역시 내부

포함관계를 이용하여 표현된 것과 테이블에 참조한 경우 2가지로 구성되어 본 시스템

에 필요한 관계가 표현 되어 있다. 이러한 클래스 구조에 대해 각 객체를 설명해 본다.

Ÿ USER

USER는 사용자 계층인 PATIENT와 DOCTOR, MANAGER 가 상속으로 받는

개체로 하위 항목들이 가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본 정보를 담당한다. 이

객체는 하위 요소인 PATIENT와 DOCTOR, MANAGER에 포함된다..

Ÿ PATIENT

환자 개체는 식별값, 병원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록일

이라는 기본 사용자 정보와 환자의 필요정보인 진단과 진찰, 치료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진단, 진찰, 치료 정보의 경우 증상을 기록하고 치료

그림 6 사용자 및 환자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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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관리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용자에 맞춰진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NoSQL 기반의 DB의 이점에 맞춰 자료를 세분화 하고 이를 상호 참조하지

않고 하나의 개체에 배열 형태로 객체화된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Ÿ DOCTOR

의사 개체는 식별값, 병원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록일

이라는 기본 사용자 정보와 의사의 필요정보인 진단과 진찰, 치료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자세한 테이블의 상세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I을 참조한다.

그림 7 사용자 및 의사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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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MANAGER

운영자계층은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계층으로서 PRO 관련 임상가와 시스템

운용 관리자를 나타냄. 자세한 테이블의 상세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I을

참조한다.

Ÿ THERAPY

치료 개체는 식별값, 치료타입, 치료이름, 치료 상세로 구성되어 있음. 이

정보는 실제 환자가 치료를 받는 내원, 외원, 항암, 방사선과 같은 여러

그림 8 사용자 및 관리자 개체

그림 9 환자 치료 개체 연결 부분



- 18 -

항목들을 나타냄.

Ÿ SYMPTOM

증상 개체는 PRO에서 해당 환자 대상으로 다양하게 정의된 증상에 대한

내용임, 임상 연구에 유효도록 각기 정의된 코드 값을 식별 값으로 사용한다.

Ÿ MEDICINE

처방 시에 참조되는 약 정보를 담당하는 개체임.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약

정보로서 ATC코드와 약 이름, 제형, 투여경로,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복용 시 예상되는 증상을 참조하는 예상 증상 외래키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차후 환자들이 복용한 정보에 따라 예상되는 증상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증상

수집을 유도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10 약 정보 개체

그림 11 증상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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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ISEASE

질병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며 이는 상병코드를 관리함.

상병코드는 원내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따라 ICD 10을 사용하고 해당 내용은

코드 값으로 구분된다.

Ÿ PRO

환자의 자가 증상 보고를 나타내는 개체 임. 이는 다양한 PRO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구분하여 저장하는 개체임. 하위 PRO의 명칭과 식별 값을

저장하며 이는 증상 또는 기능에 대한 하위 내용들을 식별함. 연구 시작과

종료일을 나타내는 값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이 수정했을 경우 체크하기

그림 13 PRO 프로젝트 개체

그림 12 질병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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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정일에 대한 정보를 가짐. 책임자에 대한 정보는 MANAGER 개체의

PRO 속성이 ObjectID 를 가지므로 책임자를 나타냄.

Ÿ RECORD

사용자(환자)가 증상을 기록한 정보 PRO의 내용을 참조하며 자신의 증상

보고를 기록 하는 개체임. 이 개체는 PRO의 문항 개체를 참조하여 해당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을 식별 값을 참조하여 기록을 저장함. 이때 기록 날짜와 타입을

구분 저장하여 기록 날짜와 일반 질의 응답 이외의 내용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증상 질의응답에 대한 사진 정보를 저장 할 수 있도록 서버 측에

저장되는 사진 경로 속성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본 시스템의 경우 PRO의 하위 항목으로서 PROMISE와 PRO-CTCAE를

데이터베이스 위와 같은 논리 설계를 바탕으로 개체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내용을 삽입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MongoDB에서

객체타입으로 각 문서의 스키마를 제공하며 각 질의문 처리 객체 기능을 하는

Mongoose 모듈을 이용한다. 이를 이용하여 각 객체의 데이터 필드와 각 타입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정의하여 지정 한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의 MongoDB 에서

그림 14 환자 기록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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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형식 지정을 하지 않아도 Mongoose 를 통해 타입 검증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다.

그림 13과 같이 클래스와 그 상속 관계에 따른 클레스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각

파일화 시킨 결과물은 차후 질의문 처리 모듈인 mongoUtil.js 에서 MongoDB 와

연결된 각 객체로서 각각의 삽입, 삭제, 갱신, 생성 부분에서 사용된다. 각 파일은

다음과 같다.

파일 명 객체 MongoDB 문서 연결

user_schema.js USER smcPRO/users

patient_schema.js PATIENT smcPRO/patients

doctor_schema,js DOCTOR smcPRO/doctors

manager_schema.js MANAGER smcPRO/managers

medicine_schema.js MEDICINE smcPRO/medicines

pro_item_schema.js PROITEM syptom의 내장 객체

pro_schema.js PRO smcPRO/PRO

record_schema.js RECORD smcPRO/records

symptom_schma.js SYMPTOM smcPRO/symptom

therapy_schema.js THERAPY smcPRO/therapys

disease_schema.js DISEASE smcPRO/disease

표 1 데이터베이스 개체와 Mongoose 스키마 스크립트 개체 및 MongoDB 경로

이렇게 구분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 Mongoose 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점의

각 객체의 문서화 연결 시점에서 초기 생성시 복수 형태로 생성된다. 생성된

데이터 베이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때 PRO 부분의 개체와 관계에 따라 PRO 개체에 PROMISE와

PRO-CTCAE라는 정보가 저장되며 각기 정보는 식별 값이 저장됨. 이후 증상 또는

기능에 대한 질의 내용들은 하위 증상 객체를 참조한 PRO Query 개체에 저장이

되고 이들의 하위 항목인 Answer에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으로 구분 저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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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장되는 부분은 실제로 임상 연구가의 책임 담당을 수행해야 하므로

앞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논리 설계에 따라 Manger 객체의 내부 속성인 PRO

리스트 값에 PRO 식별 값을 참조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 최상위 개체인 PRO

객체에 각각의 임상 시험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도록 함.

저장 방법으로는 관리자를 통하여 문법을 이용한 직접 삽입을 하거나, 실제

내용을 CSV에서 JSON 형식으로 변경하여 MongoDB를 활용한 일괄삽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본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이후에는 관리자 의사 사용자의 사용 성을

고려하여 PRO 삽입에 용이한 웹사이트를 제공. 이를 통해 내용삽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제 환자의 사용 부분에서는 PRO와 PATIENT 간의 다대다 참조 객체에 환자

의 식별값과 PRO의 식별값을 구분저장을 통하여 환자의 앱이 접속할 경우 서버에

그림 15 MongoChef 를 이용한 원격지 PRO 데이터베이스 생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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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통하여 자신이 속해져있는 PRO 해당 사항을 갱신 받고 이에 해당하는 환자

만 관련 PRO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객체 간 응용계층에서

요구되는 사용자에 따라 질의 처리문을 고려해 본다.

라. 질의 처리문

MongoDB 의 질의 처리문은 각 용도에 맞는 질의 객체를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하고 이를 용도에 따라 문서객체의 메소드인 조회 find, 삽입 insert, 삭제 delete,

갱신 update 를 수행한다. 더불어 조회 후 변경 삽입을 수월하게 하는 save 메소드

등 다양한 처리 메소드를 MongoDB측에서 제공한다. 이 역시 Mongoose 와 맞물려

질의 객체의 선언과 반환 구분을 자체 객체를 통해 손쉽게 구현 할 수 있다.

기본 문서의 조작인 삽입, 삭제, 갱신 뿐만아니라 MongoDB측에서는 aggregate

메소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집계 처리는 각 파이프라인 배열로서 연결되어 각 처리

내용을 질의 객체와 그룹 객체로 조합하여 각 처리단계를 지정 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 이라는 처리 단계를 규정 하여 집계 이후의 단계를 반환되는 레코드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여 순차적 처리에 따른 처리 속도와 수행 메모리를 성능 개선

할 수 있다.

3. App/Web 서버 설계

응용계층의 클라이언트는 Mobile 어플리케이션(환자)과 Web 애플리케이션(의사)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서버는 각각 NodeJS와 Express 를 이용하여 구현 되었으며

각각은 비동기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HTTP 프로토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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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하나의 리눅스(CentOS 6.X)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구현을 하였으며

각각은 다른 포트를 통해 요청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PRO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앱측과 웹 측을 분리하여 운용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App 서버와 Web 서버를 분리함으로서 실제 환자의 계정에

따른 라이프 로그형 데이터들이 입출력 되는 것과 의사측이 일정 진료시간에

집계하여 웹페이지에 비동기 요청에 응하는 성질이 달라 서버를 분리하였다.

가. Web 서버 설계

웹 서버의 구성은 일반적인 웹의 디자인 패턴인 모델-뷰-컨트롤러(MVC;

Model-View-Controller)로 구성된다. 이들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상호

적용을 한다. 첫째는 웹 요청 URL에 따른 라우팅과 해당 응답을 담당하는 라우팅

부분, 둘째는 이 요청에 따른 반환을 결정하는 부분 중에 사용자에 실제로 보여

지는(이 Web 서버의 경우 의사 측에서 환자의 기록된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html, bootstrap,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담당하는 뷰 부분과 셋째는

이러한 모든 요청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부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포트를 지정하고 연결을 담당하는 서버 실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App 서버 설계

앱 서버의 구성은 웹서버와 다르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웹 요청 URL

에 따른 라우팅과 해당 응답을 담당하는 라우팅 부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및 접근 처리를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부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서버를 최종적

으로 포트를 지정하고 실행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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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bile Application

안드로이드 4.1 이상을 담당하며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전제로 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환자의 증상을 수집하고 증상 기록을 수행한다.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은 모델-뷰-컨트롤러(MVC;Model-View-Contreller)구조에

따라 클래스 구조화 하였다. 해당 구조는 다음과 같다.

VIEW의 구조는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담당하는 클래스이다.

이 구조는 화면에 나타나는 전체 Activity 에 해당하는 부분과 하위 화면 구성으로

Fragment 들을 두어 전체를 담당하는 MainAcitity 와 하위 화면인 메인 화면

Fragment, 증상 입력 Fragment 등으로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화면을 구현한다.

Controller 의 경우 실행주기에 따라 본 어플리케이션의 시작과 끝까지 실행하는

그림 16 안드로이드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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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Acitity 이다. 이 클래스는 모든 정보의 흐름을 총괄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Fragment 에 반영하여 이들을 제어한다. DTO(Data Transfer Object)의

경우 ePRO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필드이름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사용자 정보, PRO 정보, 증상 정보, PRO 문항 정보와 그

기록들에 대해서 정의하였다. 그 외에는 리스트 뷰 처리를 위한 Adapter 클래스와

JSON 처리를 위한 GSON 클래스를 사용하였다.

환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위해 사전 환자의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결과물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 산출 결과를 토대로 안드로이드 화면 요소인 XML에 적용하였고 해당

내용이 DTO의 변환 정보에 따라 전환 될 수 있도록 앞서 설명한 VIEW 클래스에

연결하여 화면 요소들을 핸들링 하였다.

그림 17 구현된 환자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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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b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의 경우 웹이 구동되는 브라우저에 국한하여 CHROME과 INTERNET

EXPLORER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다. 병원 측의 의사 관리자 계정이 보게 되는

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URL 페이지 파일 기능

http://smcpro.co.kr/ login.html
계정 로그인 처리/ 계정

유효성 검사

http://smcpro.co.kr/doctor/ doctor/index.html
전체 PRO 현황 및 환자

현황 파악
http://smcpro.co.kr/doctor/

doctor/patient
doctor/patient.html

PRO에 포함된 환자의 증

상 조회
http://smcpro.co.kr/doctor/

doctor/patient/manage

doctor/patient_manage.

html
PRO 환자 관리

http://smcpro.co.kr/doctor/

pros
doctor/pro_porject.html PRO 프로젝트 조회

http://smcpro.co.kr/doctor/

pros/manage

doctor/pro_project_man

age.html
PRO 프로젝트 관리

표 2 의사용 웹 페이지 URL에 따른 html 페이지 구성

이러한 페이지는 다양한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춰서 UI 구성이 동적으로 변하는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을 해야만 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인 Bootstrap을 통하

여 각기 변해가는 동적인 화면크기에 맞춰 변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웹 페이지 역시 기존의 백본과 같은 MVC 패턴에서 MVVC 패턴을 이용한

모듈 관리가 용이한 구글의 AngularJS 이용하여 비동기처리에 따른 화면 데이터의

동적 바인딩과 복잡한 검색 필터링 처리에서도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집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가 진료 상황에서 빠르게 모든 사항을 파악 할

수 있도록 D3(Data Driven Documents)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파악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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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였다. 이는 기존의 D3 구문에서 AnuglarJS 의 디렉티브를 이용하여

사용자정의형타입으로 태그를 직접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웹페이지를 구성하였으며 다기능에 대한 하나의

반응형 페이지 시각화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가. 웹 UI 디자인

병원측의 관리 계정으로 의사, 임상사의 관리자 계정에 알맞은 화면 디자인을

위해서 앞서 실시한 의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 디자인을 실시하였다.

의사의 경우 실제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1주일간 진행된 애스노그라피 방식을

통해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레이아웃을 통하여 실제 웹페이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색상 코드의 가이드에 따라 기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선(테

이블, 선택상자, 버튼 등)에서는 직접 적용한다.

그림 18 환자의 일주일 증상, 환자 질문, 실시간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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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변경에도 변경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템플

릿에 커스터마이징하여 적용할 요소들을 산정하고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

그림 19 실제 구현된 화면 의사용 일주일 증상 보기 페이지 최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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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특히 시각화 요소 또는 자동완성 기능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반응형 웹

환자의 상세 PRO 데이터에 대해서 의사 사용자는 외래 진료시간의 단축을 위해

진료 이전 여러 환자들의 상태 파악을 위해 모바일 기기로도 상시 접속이

가능해야만 하고 이럴 때 마다 화면 구성이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구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Bootstrap 의 경우 각 화면의 반응형 웹은 기본적으로 화면의 크기가

변할 때 얼마나 화면에서 행과 열 공간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 지정을 해야 한다.

의사측이 가장 빈번하게 접속하는 환자의 증상 페이지를 필두로 알맞게 작은

화면에서도 잘 레이아웃이 변하도록 하였다.

그림 20 화면 가로 영역이 큰 경우(왼쪽 사진)와 가로가 작은 경우(오른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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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시각화

아래 그림과 같은 데이터 시각화 요소가 필요하다. 특히 증상 상세에 대한 주차별

변화추이를 알기 위해 적합한 시각화 요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AngularJS의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 부분은 크게 3 가지 부분으로, 첫 번째

초기화 부분, 두 번째 데이터 바인딩에 의한 요소 생성 부분, 세 번째 애니메이션

처리 및 요소 빠지는 삭제 부분으로 나뉜다.

Ÿ 초기화 부분

초기화 부분은 AngularJS의 디렉토리 치환 부분으로서 지정 태그 이름이

어떻게 될지 초기 어떤 요소들이 스코프를 통해 양방향 바인딩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scope 에 정의한 data 와 다른 옵션 설정 값을 바탕으로 값들을 컨트롤러에

정의된 변수 값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태그 속성 값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달받은 data 속성은 directive 내부의 $on 메소드에 의해 값이 변할 때

마다 모양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래프의 테그

이름은 초기 <symp-chart-weekly></symp-chart-weekly> 태그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차트의 크기 높이 마진 등의 설정을 chart 로 시작하는

그림 21 증상 시각화 요소인 둥근 사각형 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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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자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트 영역의 데이터를 data 속성으로

양방향 바인딩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부 정의된 요소들의 성질에 의해서

d3 라이브러리가 차트를 해당 옵션 내용과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구현을 위해 그래프의 전체 그룹 요소들로 나눌 때는 왼쪽 y 축 영역, x축 아래

영역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 컨텐츠 영역으로 svg 그룹핑 테그인 g를 이용하여

그룹핑을 하고 각기 스타일 지정을 위한 클래스 명을 지정한다. 순서에 따라

g.yaxis, g.xaxis, g.contents. 로 구분된다. 각 그래프 컨텐츠 영역의 경우 실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위쪽 둥근 사각형 부분과 그 아래를 연결하는 실선

부분 그리고 각 둥근 사각형을 이어주는 연결 위쪽 선 그리고 각 그래프 아래 영역

마지막으로 각 둥근 사각형 내부를 채우는 텍스트로 나눈다. 이러한 나눠진

요소들은 각기 rect, path, text 요소들로 svg 태그로서 정의할 수 있다.

Ÿ 요소 연결 및 생성 부분

이를 g.content 로 되어 있는 그룹요소의 select 연산을 통해 데이터의

요소요소마다 하나씩 구성해야하는 상단 둥근 모서리 사각형과 각 x축을 이어주는

선을 각 g.item 클래스로 각각 그룹핑 하여 생성하였다. 이와는 달리 그래프를

감싸는 영역의 path 와 각 둥근 사각형을 이어주는 path 의 경우 모든 데이터 당

경로를 하나의 속성으로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path 는 배열 지정 형식 “[]”으로 감싸진 전체 데이터 요소를

g전체 요소에서 content측으로 selctAll 을 하여 전체 데이터 당 하나의 path 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결을 위해서는 각 바인딩 데이터가 select, selectAll 메소드를 통해 각 요소들

중에서 추가된 영역을 가진 각각의 요소들에 바인딩 된 값들을 통하여 각 위치

관계와 모양을 다듬고 스타일 지정을 하였다. 이때 초기 생성된 요소들의

위치관계는 그래프의 높이 요소를 모두 중앙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들과 그 연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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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영역을 설정하였고 이후 생성 이후에 transition 매소드를 통해

애니메이션 효과를 수행한다.

Ÿ 애니메이션 부분 및 빠지는 부분

앞서 데이터 연결된 부분에서 transtion 메소드를 통해 위치관계가 정상적으로

값에 따른 높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은 각각의 rect 와

path 들의 수행시간과 진전 방식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속도는 우선적으로 둥근

사각형이 먼저 300 msec 로 이동하며 이후 연결선과 아래 영역이 따라 올라 오도록

100 msec 씩 더하여 차등 변환을 꾀하였다. 이를 통해 700msec 정도 애니메이션

동작 시간을 통해 유려하게 그래프가 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UI 요소가 빠지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 enter 와 반대의 기능을 하는

exit 메소드를 통해 내부에 연결된 요소에서 빠지게 되는 원소에 맞춰서 빠지는

것만 UI 요소들만 표집할 수 있다. 이때 빠지는 요소 역시 transition 메소드를

이용하여 각 UI 빠지는 처리도 한쪽으로 x 위치를 일괄 전체 차트 가로 크기로

지정하여 각 요소가 모두 차트 밖 오른쪽 영역 밖으로 나가는 애니메이션으로

적용이 된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서 양방향 바인딩된 요소가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 동적으로 그래프가 변하며 각각의 데이터의 추가와 빠지는 경우에도

모두 애니메이션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라. 자동완성 기능

환자의 번호에 따라서 자동 완성되기 위한 부분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나와있는 AngularJS의 BootstrapUI 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사용자가

요구한 환자 번호와 환자 이름을 동시에 타이핑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야만

했다. 시각화와 마찬가지로 AngularJS의 directive 를 사용하여 구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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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독립된 스코프의 작용을 통해 초기화된 환자 데이터를 매칭하여

컨트롤러에 의해 원하는 정보(지정된 필드에 문자열 매칭 함수가 수행되도록 함.)가

찾아 지도록 하였다. 각 사용자 정의 태그를 사용하여 각 내부의 검색 요소를

키보드 이벤트와 연결하여 구현하였다.

6. Restful API URL 설계

본 시스템은 REST API방식으로 HTTP의 논리적인 URL 요청 응답하여 PRO

시스템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요청하는 곳의 앱에 대

한 권한과 등급에 따라 식별값을 별도로 부여하고 해당 앱에 대한 PRO 데이터베이

스를 따로 생성한다. 이후 앱의 실제 클라이언트들의 PRO 데이터 값에 대해서 각

사용자의 식별 값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본 시스템에서 타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 자동완성 기능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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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 증상 관련 PRO 개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보안

모듈과 함께 초기 암호화 복호화 과정을 거쳐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HTTPS 요청 방식과 별도의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앱에 대한 키값과 사용자의 식

별값을 이용하여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하게 된다.

REST API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의 형식은 기존의 HL7의 응답방식에서

가장 효율적인 version 3 방식으로 JSON(JavaScirpt Object Notation)을 사용하게

됨. 인증을 완료한 REST API JSON 요청/응답 방식에 대해서 HL7 에서는 새로운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ePRO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API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PRO 시스템의 확장성과 일관성 있는 REST API를 구성하기 위해

서 각 컬랙션의 객체의 접근법에 GET, POST, PUT, DELETE를 구분하여 수정의

경우 PUT, DB 처리 생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POST, 조회에 대해서는 URL의 구분

자 값을 이용한 GET방식 그리고 삭제를 위해서 DELETE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URL로서 단순 명료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Web Restful API

위 사항을 바탕으로 의사측이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비동기 요청으로 필요한 요

청 내용은 크게 로그인 인증 부분과 페이지 요청에 따른 뷰 파일의 응답 부분 그리

고 각 비동기 요청에 따른 환자 관련 정보 집계수행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앞

서 정의한 뷰 파일 페이지 부분의 로딩 부분을 제외하고 웹 서버 측의 비동기 요청

에 따른 응답 RestAPI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 36 -

순번 URL 수행기능

1 [GET] /doctor/detail 의사 상세 정보 조회

2 [GET] /doctor/manage/patients 의사가 관리하는 환자 목록 조회

3 [GET] /doctor/manage/patients/pro/:proId
의사가 관라히는 환자 목록 조회

환자 최대 심각 증상 요약 부분

4 [GET] /doctor/manage/pros
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PRO 목록

조회

5

[PUT]

/doctor/pro/:proId/main/week/symptom/:sym

pId

의사 주요 증상 삽입

6

[DELETE]

/doctor/pro/:proId/main/week/symptom/:sym

pId

의사주요증상삭제

7 [GET] /disease/:key/regex/:value 질병 코드 질의시 반환

8 [POST] /symptoms/name/query 　

9 [GET] /symptoms/pro/:proId 증상 코드 질의시 증상 이름 반환

10 [POST] /patient
PRO에 포함된 증상들에 대한

조회

11 [PUT] /patient 환자 계정 등록

12 [GET] /pro/summary 환자 계정 수정

13 [GET] /pro/:proId/week/data/donwload PRO 관리 통계

14 [GET] /pro/:proId/realtime/data/donwload PRO 일주일 증상 정보 다운로드

15 [GET] /question/summary PRO 실시간 증상 정보 다운로드

16 [GET] /symptom/summary/pro/:proId QnA 관리 통계

17 [GET] 증상 집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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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pp Restful API

위 사항을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버 측은 크게 로그인 인증 부분 사

용자 데이터 입력 부분 시각화 결과물 얻는 부분으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항에 따라 RestAPI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symptom/summary/pro/:proId/patient/:hospI

d

18 [GET] /questions/summary/resp/pro/:proId
PRO에 소속된 환자 한명의 증상

통계

19

[GET]

/questions/summary/resp/pro/:proId/patient/:

hospId

PRO에 소속된 환자들 전체의

응답률 통계

20
[POST]

/patient/symptoms/aggregation/weekly

PRO에 소속된 환자 한명의

응답률 통계

21
[POST]

/patient/symptoms/aggregation/realtime
환자 일주일 증상 집계 정보 반환

22 [GET] /patient/:hospId/symptoms/questions 환자 실시간 증상 가져오기

23 [POST] /question/:questId/reply 환자 질문 가져오기

24 [PUT] /question/:questId/reply/:replyId 환자 질문 답변 입력 처리

표 3 ePRO 시스템 Web 시스템을 위한 RestAPI 주소 및 기능

순번 URL 수행기능

1
[POST]

/patient/app/login/:type

환자앱 로그인 및 사용자 정보

동기화

2
[POST]

/patient/records/pro/symptoms/weekly
환자 증상 일주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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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구현

위 설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정형 데이터베이스(MongoDB), Web/App

서버(NodeJS + Express), 의사용 반응형 웹페이지(Bootstrap + AngularJS) 및 그

환자 정보 시각화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1차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는 현

프로토타입 개발로서 이후 지속 버전업에 해당하는 서버 웹 페이지 사항들은 모두

CentOS 리눅스 서버 측의 사설 클라우드 서버에 구현하였고 이들에 대한 접속

규정은 월 1T 대역폭을 가지며 메모리는 4G에 해당하는 서버에 구현하였다.

시스템 구현에 대하여 상세한 구성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POST]

/patient/records/pro/symptoms/realtime
환자 증상 기록 실시간

4
[POST]

/patient/records/memo
환자 메모 기록

5
[GET]

/app/pro/ctcae/download
APK 다운로드 링크

6

[GET]

/patient/:hospId/pro/:proId/symptoms/:sympId

/weekly/vis

환자 일주일 증상 정보 집계 후

시각화 둥근 선 그래프로 출력

7

[GET]

/patient/:hospId/pro/:proId/symptoms/:sympId

/realtime/vis

환자 실시간 증상 정보 집계 후

시각화 둥근 선 그래프로 출력

표 4 ePRO 시스템 App 시스템을 위한 RestAPI 주소 및 기능

카테고리 내용 상세

공동작업 Bitbucket https://bitbucket.org/account/user/smcpro/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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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JS 서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디자인 및 집계문

구현 이후 Web과 App 에서의 RestAPI 비동기 요청에 따라 동작하는 부분까지는

실제로 구현해야할 부분과 외부의 기능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ePRO를 구축하기 위한 Wep과 App 서버 측에 공통으로 사용된 모듈은

다음과 같다.

모듈명 버전 파일명 설명

body-parser ~1.8.1 ./node_module/body-parser project body parser

connect-mongo *
./node_module/connect-mo

ngo
mongodb connector

cookie-parser ~1.3.3
./node_module/cookie-parse

r
쿠키에 대한 파서

crypto * ./node_module/crypto 암호화 모듈

debug ~2.0.0 ./node_module/debug 디버그 모듈

ejs * 　 ejs 문법 view 파일 렌데

SMCPRO
서버 작업 cloud hosting https://www.phps.kr/

IP/PORT
WebServer 115.71.237.99:80,

AppServer 115.71.237.99:34119

도메인 Domain URL http:smcpro.co.kr

Server WebServer NodeJS v4.6.0, Express v4.9.0

Database NoSQL MongoDB v3.2.11

Application

WebPage AngularJS 1.X, D3

AndroidApp
DesignPattern: MVC, ExtraJAR: [Volly DB,

GSON]

데이터베이스 smc-pro-2_0_0

각 PRO 프로젝트별 연구진이 관리하고 이

프로젝트별로 포함된 환자들이 증상 보고를 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 5 ePRO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각 구성요소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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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에 구현된 내용에 따라 환자, 의사, 임상연구자 PRO 프로젝트

증상 질의문 정보를 디자인된 스키마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체들의 참조관계에 따라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인 환자는 App

서버를 통해 자신이 포함된 PRO 프로젝트 정보에 따라서 입력해야할 질의문

정보를 받아오고 이 정보에 따라서 해당 증상 정보를 입력하고 서버에 축적 시킬

수 있다. 의사의 경우 자신이 설정한 PRO 프로젝트 정보에 따라서 서버에 저장된

환자의 증상 정보를 집계를 통해 외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임상연구자들의 경우 PRO 프로젝트의 코딩정보를 각 문항별로

편집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의 일대기 적으로 별도의

코딩 작업 없이 문항에 따라 정보가 집계되어 연구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모듈
express ~4.9.0 ./node_module/express 웹 서버 Express 모듈

express-session *
./node_module/express-ses

sion

express 모듈에 특화된

session
mongodb * ./node_module/mongodb mongodb driver 모듈

mongoose * ./node_module/mongoose mongodb 스키마 검증 모듈

morgan ~1.3.0 ./node_module/morgan morgan??

serve-favicon ~2.1.3
./node_module/serve-favico

n
favicon 아이콘 설정 모듈

stylus 0.42.3 ./node_module/stylus 스타일?

angular-wizard *
./node_module/angular-wiz

ard

AngularJS 프로젝트

관리용

async * ./node_module/async
비동기 처리 및 병렬처리

모듈

json2xls * ./node_module/json2xls
json 을 xls(엑셀) 포멧으로

변형하는 모듈

표 6 서버 구현에 사용된 공통 모듈



- 41 -

제4장 사용성 및 임상 평가

1. 두경부 암 환자 사용 테스트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시스템 수정 결과물을

토대로 중기간 약 10명에 환자에 대해서 각 사용자 마다 6주간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

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진의 경우 웹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 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환자 사용자의 실시간 증상 입

력 기능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대상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사용가능

한 두경부암 환자 10명에게 진행하였다.

시스템의 작동 환경의 구성은 서버에 한하여 http://smcpro.co.kr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의료진이 접속하도록 하였다. 테스트를 위한 사용흐름은 사용자의 로그인 과정,

홈 화면, 환자 관리 페이지로 이동 이후 환자 번호를 통해 검색, 각 증상 기록에 대한

일주일 주요증상 과 해당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실험 기간 평균 로딩 소요 시간은 페이지 당 로그인 화면 220ms, 홈 화

면 3500 ms환자 관리 페이지의 경우 3000 ms, 각 환자 조회 및 시각화 요소 반응

500ms 가 걸렸다.(병원 데스크탑, 노트북 브라우저 IE, Chorme 기준)

이후 시스템의 성능의 안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극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  ≤ 을 기준으로 의료진 사용자 접속과 환자의 비동기 요청 상황을 가

정하여 실제 접속 요청 시험을 수행하였다. 리눅스의 별도의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

여 아파치 벤치마킹을 통해 각 접속 수의 증가에 따라 10회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앱 서버의 경우 1000 미만 전체 평균 748ms, 웹 서버의 경우 전체 평균

761ms으로 안정적으로 반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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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환자의 자가 증상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ePRO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시스

템의 단점인 디자인과 상호작용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화창으로 구성

된 증상 수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또한 PRO 증상 수집 도구의 활

용과 임상가의 사용 가능 하도록 수집한 증상 정보를 자신들의 코딩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웹 서버와 앱 서버를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사용성과 임상적 유의미함을 측정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에 의한 사용성

평가 및 피드백을 수집 하였으며 그 결과로 사용자의 사용성을 평가 하였고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더불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중 기간 평가를 통해 두경부암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실제 환자 데이터를 약 2달간 수집하였다. 실시간 증상

입력 기능에 대해서 데이터의 무결한 수집과 임상적 사용흐름에 대한 유용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임상적 측면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는

병원 외의 생활 공간에서 효과적인 증상 보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증상에 대한 의

료진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더불어 환자의 자발적인 증상 보고

를 통해 증상 추세를 통한 조기 부작용 판단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장기

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다. 의료진의 웹페이지의 시각

화 요소들과 반응형 웹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기기에서든 미리 환자들의 증상을 파

악 할 수 있어 진료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술적 측면으로 차후 환자

의 증상 정보를 수집한 LifeLog형 데이터 들을 통해 임상과 기술을 융합한 인프라

를 확충하고,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현재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대화창 형식에 텍스

트 기반의 다양한 알림을 통해 쳇봇(Chat-bot)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하여

환자의 증상 입력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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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 PRO Database 레이아웃

○ PRO App Server Database – NoSQL 기반
   1. 환자(Patients)
 환자 개체는 이 시스템의 증상 기록을 담당하는 사용자 개체이다.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병원아이디 _id String 병원측에서 발급받은 병원 아이디,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필수

2 비밀번호 pwd String 사용자 로그인용 비밀번호 또는 토큰 값

3 이름 name String 사용자의 이름, 필수

4 생년월일 birthDate Date 사용자의 생년월일, 필수

5 성별 sex Number 사용자의 성별(남자 1, 여자 2), 필수
6 휴대전화번호 phone String 사용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필수, 하이픈 없이 국내용

7 타입 type Number 사용자 타입(환자 1, 직원 2)
의사 2, 간호사 3, 임상의 4, 관리자 5

8 등록일 registDate Date 앱 등록일자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등록을 수행한 날짜, 필수
9 사용자 사진 imgPath String 사용자 사진 
10 fcm 토큰 fcmToken String 실시간 push 기능 구현을 위한 Firebase Cloud Messaging 토큰 값
11 관리자 승인 managerApproval Date 관리자 승인 날짜

12 PRO 등록 기록 pros->직원 Array
(ObjectId 타입)

환자가 참여하고 있는 pro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배열.
pro 개체의 ObjectId 값을 원소로 가진다.

13 진단 diagnoses Array
(Object)

환자의 진단 정보를 담은 복합 타입 배열.
진단내용은 따로 정의된 진단(disease) 스키마를 참조로 원소를 가
진다.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진단
정보 disease ObjectId 진단 정보 참조

진단일 diagDate Date 최초 진단일
치료 
종료일 endDate Date 치료 완료시 날짜

담당의 doctor ObjectId 의사 정보 참조

14 진찰 mediExams Array
(Object)

의사에 의한 환자의 진단 정보를 담은 복합 타입 배열.
외래 진찰인 경우 타입을 달리하여 구성한다.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진단
정보 diagosIdx Array 질병의 순번 Number 

진찰
분류 examType String 진찰 분류

진찰일 startDate Date 최초 진단일
진료
상세 examDetail String 진료에 대한 상세 내역

/ 추가 확장 가능

질문
사항 questions Array

질문/답변 포함 배열
※가장 가까운 진료 날짜에 
맵핑됨.

15 physicalScreenin
gs

Array
(Object)

의사에 의한 환자의 건강 검진 정보를 담은 복합 타입 배열.
연구 집단(임상의, 의사)의 요구 사항에 의하여 반영한 사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은 건강검진 요소 스키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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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기록일 checkDate Date 건강 검진 기록일

키 height Number 건강 검진 신장 기록

몸무게 weight Number 건강 검진 몸무게(단위kg)

최고혈압 bpHIGH Number 건간 검진 최고 혈압

최저혈압 bpLWST Number 건강 검진 최저 혈압

16 치료 treatments Array
(Object)

환자의 치료 정보를 담은 복합 타입 배열.
치료는 항암, 방사선 등으로 구성된 따로 정의된 스키마를 참조한다. 
이들의 식별은 배열의 순번과 치료 시작 일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 treatment: 치료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치료
정보 therapyId ObjectId 치료법 정보 참조

치료
시작일 startDate Date 최초 진단일

치료 
종료일 endDate Date 치료 완료시 날짜

치료
스케줄 scheduels Array

(Object)

treatSchedule 개체 요소
로하는 배열. 하기 테이블
을 통해 상세 설명

- treatSchedule: 치료 스케줄의 정보를 나타내는 Schedule 객체
는 다음과 같다.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치료
정보 treatDate Date 치료 스케줄 날짜를 담당하

는 변수
치료
시작일 isComp Boolean 치료 스케줄 수행 여부를 

담당하는 변수

17 건강 습관 healthHabits Array
(Object)

환자의 건강 습관 정보를 담은 복합 타입 배열.
연구 집단(임상의, 의사)의 요구 사항에 의하여 반영한 사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은 건강 습관 요소 스키마를 따른다.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기록일 checkDate Date 건강 습관 기록일
흡연
상태 smokingStat String 흡연 건강 습관 흡연 상태

흡연
기간 smokingTerm String 흡연 건강 습관 흡연 기간

음주
습관 drinkHabit String 음주 건강 습관 음주 습관

음주량 drinkQuality String 음주 건강 습관 음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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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Employee) 
 직원 개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의, 관리자 정보를 담는 원내 고용인에 대한 정보를 담는 개체이다.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병원아이디 _id String 병원측에서 발급받은 병원 아이디,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필수

2 비밀번호 pwd String 사용자 로그인용 비밀번호 또는 토큰 값

3 이름 name String 사용자의 이름, 필수

4 생년월일 birthDate Date 사용자의 생년월일, 필수

5 성별 sex Number 사용자의 성별(남자 1, 여자 2), 필수
6 휴대전화번호 phone String 사용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필수, 하이픈 없이 국내용
7 타입 type Number 사용자 타입(환자 1, 직원 2)
8 등록일 registDate Date 앱 등록일자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등록을 수행한 날짜, 필수
9 사용자 사진 imgPath String 사용자 사진 
10 fcm 토큰 fcmToken String 실시간 push 기능 구현을 위한 Firebase Cloud Messaging 토큰 값
11 관리자 승인 managerApproval Date 관리자 승인 날짜

13 부서 depart Object

의사의 담당 부서와 부서 연락처
Depart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부서
이름 name String 부서 이름

부서 
연락처 phone String 부서 연락처(- 미포함)

14 이메일 email String 의사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15 등급 grade String 직원의 직급을 나타내는 정보.

16 PRO 관리 pros Array
(Object)

직원이 관리하는 PRO 관리 이력에 대해서 담당하는 정보
들을 가진 복합타입 배열.
해당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PRO
아이디 proId ObjectId 관리하는 PRO id

주요
증상

proPriSympto
ms

Array
(ObjectId)

관리 하는 PRO의 주요 증
상들에 대한 킷값 포함하는 
배열

등록
날짜 regDate Date 등록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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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Symptom) 
 증상 개체는 PRO에 속하는 정보를 담당한다.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식별값 _id ObjectId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필수
2 증상순번 code Number(정수) 증상 순번 값. 이는 
3 증상이름 name String 증상 이름 – 분류명 또는 코드
4 증상설명 desc String 증상에 대한 설명

5 PRO 항목 proItems Array
(Object)

증상에 대한 증상 질의 항목인 proItem 객체 그리고 내부에 
포함된 PRO 실제 문항 배열 정보가 담겨 있음
- proItem: PRO의 정보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proItem 
아이디 _id ObjectId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proItem 
코드값 code String PRO 질의 항목의 코드 값

버전 ver String PRO 질의 항목의 버전 값
언어 nat Date 질문 국가 버전

질문 questions Array
(Object)

하위 proQuestion 테이블
로 설명

수정일 updateDate Date proItem 수정일 기록 
proItem 
항목 
설명

desc String proItem 항목에 대한 자세
한 설명 

proItem 
작성자 writer ObjectId proItem에 대한 직원의 

ObjectId

 - proQuestion: PRO 문항정보에 포함된 실제 문항 내용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PRO
아이디 _id ObjectId 관리하는 PRO id

주요
증상 query String 문항내용

답변 answers Array
(String) 문항에 대한 답안들

문항
형태 respType Number

문항 응답 타입 변수
(1: 단답 선택, 2: 복수 답 
선택, 3: 문장 답 입력)

공개
범위 coverage String

문항의 공개 범위 설정
(“A”: 앱 가능 범위
“S”: 웹사이트 공개 범위,
“W”: 일주일 단위로 적용
“E”: 실시간이 으로 적용 
가능
위 정의된 가능 플레그를 
조합하여 사용함)

질문
타입 type Number

proQuestion의 질문 타입 
변수
(S: 심각도, F:빈도, I:일상
생활의 지장 빈도)

이전 
질문 
순번

prevIdx Number 이전 질문의 이어지는 순번 
값

6 증상 가이드 guides Array
(ObjectId) 증상에 대한 가이드 정보를 담은 

7 증상 이미지 imgPath String 증상을 잘 설명하는 이미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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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record)
 사용자의 증상을 기록하는 정보. PRO를 참조하며 사용자의 사진 전송 시 서버에 기록됨.
 ※ PRO질의에 대한 복수 응답이 있는가?
 ※ 차후 증상 기록, 질문 기록, 메모 등으로 타입을 나누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객체의 속성으로 해당 속성이 있고 
없고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실험이 필요함.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식별값 _id ObjectId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필수

2 기록타입 type Number
기록 타입을 나타내는 변수
(0: 기본 일주일 증상 입력, 1:실시간 증상 입력, 2: 질문 
입력, 3: 기타)

3 기록날짜 date Date 증상 기록 날짜, time stamp

4 증상기록 sympRecs
Array

(Object)

증상 기록 정보를 나타냄
증상 기록 타입이 
-SympRec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PRO
프로젝트 
식별값

proId ObejctId

PRO 프로젝트 식별 값, 이
는 기록 정보가 어떤 프로
젝트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가진다.

증상 
식별 값 sympId ObjectId

PRO 프로젝트에 포함 되
어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의 
증상 식별값을 나타냄.

PRO
질의 proItemId ObjectId PRO 정보 참조

PRO
질의 
순번

proItemQuesId
x Number PRO 질의 순번

PRO
응답 answers Array

(Number)
PRO 환자의 증상응답내용 
값을 담은 숫자 배열.

5 기록사진경로 picDirs String
기록이 있는 경우에 사진이 저장된 서버 경로를 저장하는 
변수

6 기록설명 desc String 질문 기록에 대한 상세 내용.

7 기록답변 replys
Array

(Object)

질문 기록에 대한 의사의 답변이 있는 경우 포함되는 복합 
타입 배열.
해당 포함 개체의 스키마는 다음과 같다. Reply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의사 
식별 값 docId ObejctId 의사 식별 값

답변 
내용 contents String 의사 답변 내용

답변
날짜 regDate Date 답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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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자가증상보고(PRO)

 연구진의 PRO 프로젝트 생성시 필요한 정보를 구성함.

 6. 가이드(Guide)
 가이드 개체는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같은 가이드 정보를 나타내는 스키마 이다.
※ 가이드 내용에 대한 HTML 양식의 문서 형식으로 저장 가능 한지 검토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식별값 _id ObjectId PRO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필수
2 이름 name String PRO 프로젝트 이름 명칭
3 시작일 startDate Date PRO 프로젝트의 시작일 
4 종료일 endDate Date PRO 프로젝트의 종료일

5 PRO 
증상 항목들

proSympItems
Array

(Object)

PRO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증상 정보와 PRO 항목 정
보를 담는 복합타입 배열. 해당 개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ProSympItem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증상 
식별값 sympId ObjectId 증상 식별 값 

PRO
항목
식별 값

proItems ObjectId PRO 항목 식별 값

6
PRO
상세
설명

proDesc String
PRO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연구진 측에서 생성할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 내용을 담는다.

7 PRO 관리자들 proManagers
Array

(String)
PRO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정보를 담기위한 배열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식별값 _id ObjectId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필수

2 가이드 제목 title String 가이드 제목

3 가이드 내용 contents String 가이드 내용, 이 내용은 테깅 형식의 값이 될 확률이 높다.
4 가이드 등록일 regDate Date 가이드 작성 날짜 정보
5 가이드 작성자 userId ObjectId 가이드 작성자에 대한 식별 값

6 가이드 덧글 replys
Array

(Object)

가이드에 달리는 덧글 정보를 담는 복합타입 배열.
덧글 개체의 스키마는 다음과 같다.

이름 변수명
변수
유형

비고

덧글
등록자 userId ObejctId 질문 답변한 의사의 아이디 

덧글
내용 contents String

PRO 프로젝트에 포함 되
어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의 
증상 식별값을 나타냄.

등록일 regDate Date PRO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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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료(Therapy)
 치료 개체는 식별값, 병원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록일 이라는 기본 사용자 정보와 의사의 필
요정보인 진단과 진찰, 치료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항암 방사선 정보 구성 논의

8. 약(Medicine)
 약 개체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체 임.
※ 차후 개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임.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ATC 코드 _id ObjectId 약의 분류 코드인 ATC 코드값으로 식별 값으로 활용함

2 약 이름 name String 약의 이름

3 약 제형 type String 약의 제형. 즉 약의 형태를 나타내는 값
4 약 투여 경로 medicPath String 약의 복용 경로를 나타내는 값
5 약 상세 설명 desc String 약의 상세 설명을 담당하는 값
6 약 이미지 경로 imgPath String 약의 이미지 경로를 나타내는 값

7 약 예상 증상 symps
Array

(ObjectId)
약 복욕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증상 식별 값을 통해 
배열로 가지는 변수

연번 명칭 변수명 변수유형 비고

1 식별값 _id ObjectId 프로그램 운용상의 식별 값, 필수

2 치료 타입 type Number
치료정보 타입
(1: 방사선 치료, 2: 항암 치료, 3: 수술)

3 치료 이름 name String 치료의 이름
4 치료 상세 desc String 치료의 상세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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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of ePRO System for Cancer

Patients and Clinical Evaluation
Kim JinHwang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has constructed an electornic PRO system for Patient Clinical

Researchers for patient self report system called Patient Reported Outcome. In

this system, the existing paper-based patient questionnaire tool is implemented

as Android mobile application through the design considering the

patient-centered UX. In the case of the doctor, the system collects the records

of the self-symptoms entered by the patient through the web- . In order to

perform these functions, the symptom record data of each LifeLog form was

designed using MongoDB, which is an unstructured database, and it was

implemented in the cloud server and implemented the Web / App server using

each RestAP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duce the patient 's

consultation time and to conduct the mid - term clinical evaluation of 10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in the actual clinic.

주제어 : ePRP, PROMISE, patient reported outcomes, health care system, BY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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