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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문진솔루션에 대해서..
1. e문진솔루션에 대해서

같은 환자를 놓고 보는 원장님들마다
다르게 변증하고 다르게 침과 한약을 처방하게끔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실력의 차이일 뿐일까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없을까요?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견해차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묻는 것이 다르고, 얻어내는 답이 다르다면
그것을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이것을 넘지 않고 한의학이 과학화, 표준화, 객관화, 정량화되어 있다고 말로만 주
장한다면 누가 인정할까요?
일관된 tool이 없이 한의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환자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두서없이 채득한 증상을
동의보감의 언어로 재구성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임상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의 호소 외에
정확한 변증을 위해서 꼭 물어야 할 것들을 놓치기 일쑤고
이는 차분히 앉아 침과 한약을 처방하거나 챠트를 검토할 때
환자의 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부정확한 변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한의학의 바다를 북극성과 같은 확고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관념에 의존해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임상에서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웹으로 구현되는 e문진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객관화, 정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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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opyright
Copyright
Copyright 2009 EMUNJIN.COM RESERVED.
e문진 솔루션 매뉴얼은 ㈜e문진걸리버에서 제공하는 e문진솔루션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본 솔루션은 2009년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및 솔루션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이 완료 되어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사 : ㈜e문진 걸리버

주

소 : 경남 창원시 상남동 2-2번지 금강빌딩 3층

솔루션명: e문진 솔루션
제작언어: WINDOWS2003 / ASP, AJAX
본 온라인 솔루션 및 지적 재산권 그리고 관련 저작권 전체는
㈜e문진걸리버에 있습니다.
본 솔루션은 온라인 버전(WEB VERSION)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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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2. e문진 시작방법
(1) e문진 접속방법
e문진은 온라인 접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한의원별 주소에 따라 접속하셔서 e문진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
※ 한의원명 : 한국한의원
※ 아 이 디 : AAA
※ 접속 도메인(주소)
: http://chart.emunjin.com/AAA

(2) 즐겨찾기 추가
이 때 접속을 하시는 환자분은 한의원의 아이디(AAA)를 기억하시기 힘드실 경우
컴퓨터내 익스플로러 창의 즐겨찾기를 통해 저장 을 해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한국한의원 e문진
폴더명01
폴더명02
폴더명03
폴더명04
폴더명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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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2. e문진 시작방법
(3) 배너 링크
한의원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한의원 홈페이지 내 배너에 링크를 걸어
클릭 시 e문진이 뜨도록 처리하시면, 굳이 e문진 주소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링크 걸기

배너
클릭 시 e문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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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3. e문진 작성요령
(1) 기본정보 입력
환자가 e문진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본정보는 이름, 성별, 전화번호, 비밀번호, 생년으로 구별 하여 입력을 받습니다.
①이름

: 환자의 실명

②성별

: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

③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를 입력 하며, 국번을 제외한 번호는 직접 숫자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④ 비밀번호 : 숫자 또는 영문숫자조합으로 입력가능하며, 4BYTE(네자리)이상 입력 가능합니다.
입력된 차트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페이지 상단의 ‘문진
차트수정’으로 입장하여 이름,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기록한
설문지를 볼 수 있습니다.
⑤생년

: 네자리 숫자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예: 1999년생일 경우 -> “1999” 입력

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시작 버튼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문진솔루션 매뉴얼 ㅣ 5

Ⅲ. 환자매뉴얼
3. e문진 작성요령
(2) 주증상 입력
주 증상은 환자가 가장 고치고 싶은 증상 3가지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주 증상 체크는 신체를 22가지 구분항목 및 하위 상세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을 클릭하여 입력,
추가적인 환자의 서술식 증상입력을 통해 각 주 증상을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일 먼저 고치고 싶은 증상을 순서대로 1번부터 3번까지 주 증상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주증상 입력창
주증상 선택항목 선택창

가. 주 증상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 주 증상 새 창이 열립니다.
다. 열린 창에서 주 증상 항목을 선택합니다

라.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상세 항목을 보실 수 있으며, 이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창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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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3. e문진 작성요령
(2) 주증상 입력
마.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

을 클릭합니다.

주 증상으로 입력을 하시면, e문진에 해당 항목의 설문 내용이 붉은 색으로 표시 되며,
상단에 별표를 보고 주 증상의 순서를 구별합니다.
예) 주 증상 체크한 후 나온 결과에 대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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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3. e문진 작성요령
(3) 설문 작성요령
설문작성은 기본증상 외 22가지 분류 148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증상을 체크, 선택 또는 입력하여 설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 설문작성 시 선택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옵션버튼[

] : 옵션버튼은 해당 버튼을 클릭 시[

] 해당 문항의 선택으로 인지합니다.

* 만약 잘못 클릭 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더블클릭 하시면 해당 값이 사라집니다.
② 체크박스[

] : 체크박스는 해당 박스를 클릭 시[

] 해당 문항의 선택으로 인지합니다.

* 만약 잘못 클릭 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박스를 클릭하시면 해당 값이 사라집니다.
③ 텍스트박스[

] : 텍스트 박스에는 관련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입력 시에는 숫자로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오회 (x) -> “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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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3. e문진 작성요령
(4) 사진차트 작성요령
복부(배)증상, 머리, 얼굴, 목의 증상, 어깨와 등, 팔의 증상, 허리, 엉치, 다리의 증상,
구안와사 관련증상 에는 각각 사진 체크 증상이 있습니다.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부위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해당부위에 체크 하십시오.

예 : 복부(배) 증상

해당부위 체크

해당 설문을 작성 시에는 해당부위 회색의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붉은색으로 체크가 되며,
해당부위를 잘못 체크하셨을 경우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해당부위가 회색으로 바뀌어
수정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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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3. e문진 작성요령
(5) 차트 수정하기
본 설문 차트는 작성 중 잘못 기재 되어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 설문 작성 중 수정하기

설문을 작성 중 수정을 원 하실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수정 항목 까지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해당 설문 항목 수정하기
해당 표시

수정방법

결과

해당 버튼을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해당 값을 지우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진항목

해당 부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 현재 페이지의 저장은
버튼을 눌러야 저장이 됩니다. 현재 페이지 내용을 저장
하고 이전 페이지로 가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른
후, 수정 하고자 하는 페이지로 이동 해서 수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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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매뉴얼
3. e문진 작성요령
(6) 차트 완성하기
e문진의 작성을 완료하셨을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e문진의 상담 및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화 상담
전화상담은 타 지역 또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방문이 힘들 경우, 전화상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 이메일 상담
이메일 상담은 타 지역 또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방문 및 전화 상담이 힘들거나,
통화가능시간대가 불규칙 할 경우 해당항목을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abc@nate.com(o) aaa(X), aaa.aaa.com(x)

다. 방문 상담
방문상담을 체크하시면, 환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 또는 방문하시어,
원장님과 1대1상담을 통해 진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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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1. 접속 계정
접속 계정이란 환자가 접속하는 e문진 ,한의원이 환자의 e문진 및 한의원 정보,
경과기록지 등을 관리할 수있는 한의원 관리자모드, 그리고 솔루션관리를 위한
eMJ걸리버로 나누어집니다.

(1) e문진 솔루션 [환자용 : http://chart.emunjin.com/한의원ID]
: 환자가 직접 본인의 증상을 기재하고
설문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2) e문진 관리자모드 [한의원용:http://client.emunjin.com]
: 환자의 문진결과 및 차트, 상담, 진료, 검색을 할 수 있는
한의원의 환자관리 모드 입니다.
가. 관리자 모드 접속은 보안상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e문진 걸리버 [한의원용: http://emunjin.com] – 솔루션 관리
: 한의원의 정보관리 및 서비스 신청 기타 솔루션 공지사항등을

확인하실 수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가. 관리자 모드 접속은 보안상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 e문진 걸리버 아이디/패스워드와 e문진 솔루션 관리자 모드 아이디/패스워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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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1) e문진 관리자모드 접속하기
한의원에서 e문진을 작성한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관리자모드 로그인을 해야 보실 수 있습니다.
가. e문진 관리자 모드는 http://client.emunjin.com 으로 접속합니다.

url

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솔루션을 분양 받으실 때, 작성하셨던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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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2) 환자관리
현재 문진을 진행한 환자리스트를 확인하고 환자의 문진 결과조회, 수정, 검색이 가능하며,
환자관리는 환자리스트 및 환자 통계로 나누어집니다.

가. 환자검색
환자검색은 생년, 기간, 성별, 이름, 연락처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① 생년, 성별
②기간

내에 존재하는 항목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달력이미지를 통해 기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름,연락처 : 직접 입력을 통해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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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2) 환자관리
나. 환자정보 수정하기
① 기본정보 수정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 수정창이 뜹니다.
② 관련정보는 한의원에서 수정가능하며,
환자 개인이 직접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③ 환자의 설문 수정을 원할 경우 환자리스트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환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차트를 볼 수 있으며, 확인 및 수정이 가
능합니다.
다. 의뢰하기
차트를 검토하고 변증, 침처방 , 한약처방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한약 처방의 경우, 침 치료 경과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① 의뢰하기는 변증, 처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페이지입니다.

② 환자의 진료 및 처방에 있어 문의가 있으시면,
“의뢰 시 요청사항”을 작성하시어 “컨설팅 요청”을 클릭하시면,
백승일 원장이 직접 해당 컨설팅을 합니다.(서비스 준비 중)

라. 회원삭제하기
① 회원정보를 삭제합니다. 삭제 후에는 복구가 힘듭니다.
② 회원리스트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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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3) 환자통계
회원통계는 환자의 가입수, 성별, 연령분포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가. 현재 환자의 금일 가입수 와 전체 가입수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나. 현재 환자의 성별(남/녀)비율로 표시하여 보여줍니다.

다. 현재 환자의 연령대를 10대에서 60대 이하 및 이상으로 구별하여 전체 인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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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4) 진단관리
진단 관리는 e문진을 작성한 환자의 상담 및 진단을 하는 페이지 입니다.

①
③

②

번호

명칭

설명

1

진단관리

환자별, 진단의사별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3

비고

보기

환자가 작성한 내용을 수정 및 추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추출

해당환자와 똑같은 차트가 붉은색 표시로 생성됩니다.

진단내용

이름

환자가 작성한 내용을 결과챠트로 볼 수 있습니다.

*추출된 차트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며, 이름, 성별, 생년을 제외한 기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등)는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생성됩니다. 원본차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추출기능
은 임상동의보감 공부 시 환자개인정보 유출 없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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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4) 진단관리
가. 진단관리
진단관리는 회원별 리스트와 진단의사별리스트로 나누어집니다.

나. 진단내용
진단관리 페이지에 있는 리스트오른쪽의 돋보기아이콘

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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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4) 진단관리
나. 진단내용

⑥
①
②
③

③

③

③

④

⑤

번호

명칭

설명

비고

1

차트찾기

후면차트의 36개행으로 구성, 이중 선택하여 작성

입력가능

2

선택차트

차트찾기에 의해 선택된 행의 증상 확인

입력불가

3

주석

선택차트의 증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작성항목

입력가능

4

입력하기

주석 작성 후 내용 입력하기

입력버튼

5

수정

해당 항목 수정 및 입력

입력가능

6

*복진그림

차트 전면에 기입되는 복진내용 기입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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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4) 진단관리
나. 진단내용
상담관리란 환자가 작성한 문진설문을 토대로 상담 및 잘못 작성한 설명을 수정하고,
추가 증상을 기입하는 페이지입니다.
⑥
상담 관리 기능

①
②

③

④

⑤

- 설문내용 수정
- 추가 증상 작성
- 증상별 상담내용 기재
- 환자의 요청사항 및 관련 내용기재

① 차트찾기
차트는 문진설문의 148문항을 36줄내에서 표기 하며, 차트 찾기 선택을 통해 지정합니다.

② 선택차트

차트 찾기를 통해 선택한 행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③ 주석 (행별 설명달기)
ⅰ) 환자의 설문을 통해 작성된 차트에는 상담을 통해 차트 하단에 설명작성이 가능합니다.
ⅱ) 설명작성은 행의 길이에 따라 총 4개의 박스로 구별됩니다.
ⅲ) 각 박스당 40자로 제한 됩니다.
④ 입력하기

해당증상의 추가 설명은 설명 작성 박스에 입력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⑤ 수정
해당 문항내용을 찾아 수정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입력이 완료 되면, 해당 페이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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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4) 진단관리
나. 진단내용
⑥ 복진그림
차트 내 [복진그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복진 그림은 차트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관리- 보기- 복진그림 : 해당 부위에 大中小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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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4) 진단관리
나. 진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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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4) 진단관리
다. e문진보기
진단관리에서 환자 이름을 클릭하시면 결과챠트를 볼 수 있습니다.

① 인쇄
e문진의 상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차트 인쇄가 가능합니다.

② 전면차트, 후면차트
e문진의 상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익명인쇄
e문진의 상단

빈 칸에 원하는 이름을 기입한 후 익명인쇄버튼을 누르면

환자 기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삭제된 상태에서 기입한 이름으로 인쇄됩니다. 환자정보
유출 없이 차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④ PDF 저장
e문진의 상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차트가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 걸리버 사이트에 있는 ezPDFBuilder2006Desk_Free_100201.exe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저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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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5) 처방관리
처방관리는 환자가 작성한 문진을 보고 한의원에서 상담 및 진단 이후 환자에 대한
처방 및 경과기록을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가. 경과기록지 시작하기

경과기록지 작성은 처방관리메뉴에서 결과기록지 항목의 “작성”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과기록지는 진료내역, 경과기록, 시침등록으로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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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나. 진료내역
진료내역은 환자별 과거 진료 내역을 확인하시는 페이지입니다.
진료일자는 년/월/일로 구분 검색가능하며, 검색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진료내역을 보실 수 있으며,
가장 최근 진료내역 검색은

1)

을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이후 진료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록된 이전 경과기록이 모두 나타납니다. 보시고자 하는
날짜의 챠트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2)

를 클릭하시면, 해당 진료내역을 서식에 맞춰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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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5) 처방관리
다. 경과기록
치료결과에 대한 경과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진료일자는 년/월/일로 구분 검색가능하며, 검색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진료내역을 보실 수 있으며,
가장 최근 진료내역 검색은

을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이후 진료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과 부분에 치료 결과 내역을 기입하십시오.

기록시 필요한 특수 문자는 팝업에서 클릭하여 사용하십시오. 팝업은 경과기록 페이지 진
입 시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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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5) 처방관리
라. 시침등록
시침등록은 환자의 시침내역을 등록하고 등록된 시침에 따른 증상(CP)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록하는 페이지 입니다.

※ 시침등록은 시침등록순서
[CP추가 버튼클릭 –Checkpoint입력-시침추가-비교/메모등록]에 따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시침삭제
추가된 Checkpoint를 삭제 하시려면, CH 아래

를 체크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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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5) 처방관리
1)시침 추가하기
시침추가 버튼

을 클릭하시면 바로 하단에 CH,Checkpoint,

시침추가항목의 리스트가 새로 한 줄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리스트에 Checkpoint를 작성하고, 시침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침추가항목에는 두 개의

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시침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침반응에는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기호

의미

기호

의미

⇓

매우 효과가 좋다. 50% 이상

⇓

매우 악 효과가 난다. 50%이상. 도리어
많이 나빠진다.

↓

효과가 좋다.

↑

악 효과가 난다. 도리어 나빠진다.

(↓)

확실친 않지만 뭔가 좋은 느낌이다.

(↑)

확실친 않지만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다.

≒

전과 거의 변화가 없다. 둘이 서로 비
슷하다.

×

반응없다

√

악 효과가 나므로 조심해야 할 혈자
리 이거나 약이다.

후자는 시침에 대한 반응에 대한 수치(10을 기준으로 남은 양을 기재)를 나타냅니다.
예: 약 10% 정도 좋아졌을 경우 전자는 “↓” 후자는 “1”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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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5) 처방관리
2) 항목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⑩
⑦

번호

아이콘

⑧

항목명

번호

아이콘

항목명

1

Check Point추가

6

약침추가

2

시침추가

7

항목 삭제

3

이전차트

8

시침내용등록

4

비교

9

시침증상

5

메모

10

증상비율

① CP추가
진료를 위해 증상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입력된 항목에는 직접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증상에 따른 시침 결과를 기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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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5) 처방관리
② 시침추가
CP추가 후 진행 되는 시침을 정하고 진료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입력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혈자리 – 좌우 – 보사 – 회전수 – 취혈정확도

- 구분: 시침,재자, 염전, 발침 으로 구분합니다.
- 혈자리: 혈자리는

를 클릭,해당 혈자리 선택(오수혈 위주로 배치되

어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혈자리가 없는 경우 팝업 창을 끄고 혈자리에 직접 입력 可)
- 위치: 시침 시 좌/우 설정
- 방향:시침 회전방향 설정
- 회전수: 시침 회전수 설정
- 취혈정확도: 취혈의 정확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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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③ 이전차트
이전 차트가 있으실 경우 이전차트를 기존 차트에 설정하시고 진료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날 치료와 동일하게 치료할 경우, 해당 혈자리를 일일이 넣을 필요 없이 이전차트를 누르
면 동일한 치료 기록이 당일날짜에 자동 입력됩니다.

④ 비교
시침은 처방 시에 하셨던 시침의 반응을 비교하는데 시침 후 작성하신 시침의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 부여된 번호 중 각 시침 값을 서로 비교하여
입력하시는 메뉴입니다.

예) 음곡, 곡천 > 소부, 행간

⑤ 메모
처방이 끝난 후 해당 환자 또는 시침 그리고 처방 시 상황에 맞춰서 메모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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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5) 처방관리
⑥ 약침추가
진료 시 추가되는 약침을 선택하시는 항목입니다. 해당 약침을 선택(클릭)하시면 자동
입력됩니다. 사용하시는 약침이 표에 없을 경우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⑦ 삭제
현재 추가되어 있는 CP를 삭제하시는 항목으로 원하는 CP를 체크하시고
삭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⑧ 등록
등록된 CP의 시침이 완료 되었을 경우 시침내용을 저장하시는 메뉴입니다.

⑨ 시침증상
시침 후, 증상 변화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좌견불거 증상 호전 : ↓

⑩ 시침비율
시침 후, 남아 있는 증상에 대한 값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침 후, 좌견불거 10개중에 5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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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의원매뉴얼
2. e문진 관리자모드
(6) 공지사항
e문진솔루션의 업데이트 및 점검, 부가서비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7) 관리자관리
e문진솔루션의 아이디/패스워드를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문진 솔루션의 비밀번호 노출 시 변경을 통해 이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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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문진 솔루션 관리
1. e문진 걸리버
e문진 솔루션의 원활한 관리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솔루션 자회사에 대한 싸이트입니다.
e문진 솔루션은 향후 솔루션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와 한의원 맞춤 시스템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파일화 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싸이트명 : e문진 걸리버
※ 도 메 인 : http://emunjin.com
※ e문진 걸리버 서비스
- 한의원 정보관리
- e문진 관리
- 부가서비스 (서비스예정) 관리

(1) 접속 방법

http://emunjin.co.kr 접속

상단 오른쪽 로그인 클릭 후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상단 오른쪽 마이페이지 클릭

가. 먼저 http://emunjin.com을 인터넷 주소창에 칩니다.
나. e문진걸리버 홈페이지가 뜨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다. 클릭하시면,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라.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마이페이지”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마. ”마이페이지를 클릭 하시면, 한의원 정보관리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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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문진 솔루션 관리
1. e문진 걸리버
(2) 서비스 정보관리
e문진솔루션의 첫 페이지의 한의원 정보를 수정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한의원주소, 한의원 로고, 원장님 인사말, 원장님 이름, 제목, 서명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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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문진 솔루션 관리
1. e문진 걸리버
(2) 서비스 정보관리
가. e문진솔루션주소
한의원별 독립적인 접속도메인으로써, http://chart.emunjin.com/아이디(e문진 걸리버 아이
디)로 구성됩니다. 초기 가입 시 입력된 주소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①
②

⑤
⑥

④

③
⑦

번호

명칭

①

한의원로고

②

원장님사진

③

원장님이름

④

인사말1

⑤

인사말2제목

⑥

인사말2 내용

⑦

원장님 서명

나. 한의원 로고
한의원의 로고를 등록 하는 메뉴 입니다.

ⅰ) 등록순서
①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파일 선택 창이 열립니다.
② 파일찾기 창을 통해 한의원 로고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로고가 저장 됩니
다. (*단 로고를 저장하실 때에는 영문파일명작성, 확장자는 .JPG , .GIF로 만드셔서
올려 주셔야 합니다.) 예: 한의원.JPG(X) , logo.ai (X) , logo.bmp(X) logo.JPG(O)
③ 로고의 싸이즈는 현재 190*90이 최적화 해상도입니다.
(로고의 싸이즈를 확인 하시려면, 이미지의 속성에 가시면 확인가능 하십니다.)

다. 원장님 사진
원장님 사진등록 방식은 한의원 로고 등록방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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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문진 솔루션 관리
1. e문진 걸리버
(2) 서비스 정보관리
라. 원장님 이름
원장님의 이름은 원장 또는 직함을 포함 12자 이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 인사말 1
인사말은 원장님 사진 및 성함 아래 원장님 인사말로써,
최대 50자 이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 인사말2 제목
최대 20자 이내에서 기재가능 하시며, 문진설문 첫 페이지 한의원인사말에 적용됩니다.

사. 인사말2 내용
한의원 상세인사말로써, 직접 내용 수정뿐 아니라, 글자 싸이즈, 굵기,색상 등을 지정하시어
입력 가능합니다.

① 기본: 워드 및 한글로 작성시 그대로 적용 됩니다.
② HTML: 태그 또는 HTML작성시 이용 가능합니다.
③ 작성된 내용은 웹에서 보이는 그대로 미리보기 입니다.
④ 내용 중 사진 첨부 시에는
표를 넣고자 하실 경우에는

을 클릭하셔서 사진을 첨부하실 수 있으며,
를 클릭하시면, 표의 행/열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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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문진 솔루션 관리
1. e문진 걸리버
(2) 서비스 정보관리
아. 원장님 서명
원장님의 서명을 이미지 파일로 등록하시는 항목입니다.
만약 기존에 이미지를 등록하셨다면, 아래 표기가 나타나며, 바꾸실 경우 “찾아보기”
를 클릭 하시고 다시 등록하시면, 적용됩니다.

e문진솔루션 매뉴얼 ㅣ 38

Ⅴ. e문진 솔루션 관리
1. e문진 걸리버
(3) 패스워드 관리
가. 패스워드 변경
외부 또는 내부에 각종 해킹 또는 컴퓨터 보안문제로 인해 접속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패스워드 변경방법
① e문진걸리버홈페이지(http://emunjin.com)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 합니다.
③ “기본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④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패스워드는 영문,숫자 조합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패스워드 분실
패스워드 분실 시에는 e문진걸리버의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clic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아이디/패스워드를 찾는 창이 나옵니다.

급하시다고 분실정보를 회사로 전화하셔도 저희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 저희가 마음대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찾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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