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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헬스 어는 생체신호 측정기술과 생체신호 측정기의 소형화·경량화로 인해 의료분야의 획

기 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생체신호 측정 기술의 발 에 비해서 부분의 생체신

호 데이터는 각 시스템 고유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범 가 제한되고 데이터 공유  

호환에 어려움이 있어 구조 이며 시스템 독립 인 XML을 사용하여 생체신호 데이터를 표 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XML 기반의 HL7 Annotated ECG(HL7 aECG) 표 을 이용해서 생체신

호 데이터를 표 하고 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은 ECG, 심음의 두채  형 정보를 포

함한 바이 리 포맷을 HL7 aECG 문서로 표 하며, HL7 aECG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분할 장 

방식을 사용하고 효율 인 검색을 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계형 테이블에 장하는 분할 장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한 장된 메타데이터를 효율 으로 검색  리하는 메타데이터 시스

템을 설계하며 설계된 구조는 향후 다른 시스템과 연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1. 서론 1)

  유비쿼터스 헬스 어(이후 u-Healthcare)는 지

까지 의료 기 을 심으로 제공되었던 건강 진료 

서비스를 가정과 개인으로 확 하려는 것이다[1]. 이

러한 u-Healthcare의 미래는 특히 심 도, 압, 맥

박, 심음 등 사람의 모든 생체신호를 측정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생체신호 측정 기술의 발 과 생체신호

측정기의 소형화·경량화로 인해 의료분야의 획기

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생체신호 측정 기

술의 발 에 비해 재까지의 생체신호 데이터의 

부분은 각각의 시스템에 한정된 데이터 포맷을 사용

하 기 때문에 시스템 독립 이지 못해 사용범 에 

제한이 있으며 국제 인 표 이 용되지 않아 생체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10017508).

신호 데이터의 공유  호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3].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이며 시스

템 독립 인 XML을 사용하여 생체신호 데이터를 

표 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표 하는 연구로는  

ecgML[4], IMed[5], HL7 Annotated ECG[6](이하 

HL7 aECG) 등이 있다. 이 에서 HL7 aECG는  

HL7 버  3의 메시지 표 에 기반한 XML 문서이

며 HL7 표 을 기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의료 데이터 시스템 간 의료 정보의 교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신규 시스템 개발의 용에도 쉽게 응

용될 수 있을 것이다[7].  따라서 이러한 HL7 aECG

를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 HL7 aECG 문

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XML 문서(HL7 aECG)를 

장하고 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72

  XML을 장하는 방식으로는 비분할 장 방식과 

분할 장 방식이 있다[8]. 비분할 장 방식은 

XML 문서 체를 LOB(Large Object) 형태의 필드

에 장하는 방식으로 체 문서에 한 빠른 장 

 검색이 가능하지만 부분 검색  수정시 성능 

하의 문제 이 있다. 분할 장 방식은 XML 문서

를 엘리먼트 단 로 나 어서 장하는 방식으로 문

서의 수정이 용이한 반면, 체 문서의 삽입  검

색시 성능 하의 문제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HL7 aECG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HL7 aECG 문서 체를 비분할 방식으로 장하고, 

비분할 장방식의 검색시에 단 을 보완하기 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계형 테이블에 분할 방식

으로 장하는 하이 리드 장 방식을 사용하며, 

이 방식에 따라 장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리

하는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L7 

aECG와 XML 문서 장 방식에 해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HL7 aECG를 이용한 생체신호 데이터의 

XML 표   HL7 aECG 문서의 특성에 해 설명

하며, 4장에서는 HL7 aECG 문서의 장방법과 

장된 HL7 aECG 문서의 효율 인 검색을 한 메타

데이터에 해 다룬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마지막 6장에

서는 결론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2. 련연구

2.1 HL7 aECG

  FDA는 기존의 ECG waveform 표 들이 FDA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표 을 만들기 해 FDA, 후원업

체, 연구소, 기기 제조업체와 공동 연구를 HL7에서 

진행하 다. HL7 aECG 표 은 이러한 FDA의 요구

에 답하여 HL7의 RCRIM(Regulated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기술 원회에 

의해 만들어 졌고 2004년 1월에 최종 완료되어 공식

으로 HL7 표  기구로부터 채택되었으며 2004년 

5월에 ANSI의 승인을 받았다[9]. 이 HL7 aECG 

표준은 HL7 버전 3 메세지 표준에 기반하고 모든 

XML element(tag)들은 HL7 Refined Message 

Information Model(R-MIM)로부터 유도되어

(derived) 정의된다. R-MIM에 기반한 HL7 aECG 

문서 구조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ECG의 측정시 정

보를 표현하는 부분, 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표

현하는 부분, 측정된 ECG 신호의 파형 정보를 표현

하는 부분과 주석(Annotation) 표현 부분 등이 있

다. (그림 1)은 HL7 aECG 문서 구조의 간략한 예

를 보여준다.

(그림 1) HL7 aECG 문서의 

2.2 XML문서 장 방식

2.2.1 분할 장 방식

  XML 문서를 엘리먼트 단 로 나뉘어 장하는 

방식으로 문서의 실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단말 엘리먼트 안에 문서의 내용이 나뉘어 장된

다. 따라서 문서의 구조  정보나 일부 내용들이 수

정되었을 때, 계 있는 엘리먼트만 수정하면 되므

로 문서의 버 리가 쉽고, 동일한 내용을 갖는 노

드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XML 

문서 체를 추출하는 경우 각 단말 노드들을 순회

하며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단

이 있다.

2.2.2 비분할 장 방식

  XML 문서 체를 LOB(Large Object) 형태의 필

드에 장하는 방식이다. 문서 체를 한꺼번에 

장하므로, 체 문서에 해서는 빠른 검색이 가능

하며, 각 엘리먼트에 한 정보를 유지하므로 엘리

먼트 단 의 검색도 지원한다. 그러나 문서의 일부

분이라도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부분만을 효율

으로 반 하지 못하고 문서 체를 다시 장해야 

하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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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L7 aECG를 이용한 생체신호 데이터 XML 표   특성

  HL7 aECG는 ECG의 형(waveform)과 주석

(Annotation)을 필요로 하는 FDA에 답하여 만들어 

졌지만 다른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유연하

고 추가 인 사용이 가능한 표 이다[9]. 이러한 유

연함으로 (그림 2)에서 처럼 HL7 aECG의 ECG 

Lead에 명시되지 않은 lead(Unspecified lead)를 사

용해서 ECG 외에 다른 생체신호 형 데이터인 심

음, 맥박 등을 표 할 수 있다. 즉, 소형 생체신호 

측정기를 사용해서 ECG, 심음이 동시에 측정되어 

장된 다채  바이 리 일을 HL7 aECG 문서로 

표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CG와 심음의 두채

 형 정보를 포함한 바이 리 일을 HL7 aECG

를 이용하여 XML로 표 한다.

(그림 2)  ECG Leads 일부

Code Display Name Definition
MDC__ECG_LEAD_CONFIG Unspecified lead Unspecified lead

MDC__ECG_LEAD_I Lead I Lead I

MDC__ECG_LEAD_II Lead II Lead II

MDC__ECG_LEAD_V1 Lead V1 V1

MDC__ECG_LEAD_V2 Lead V2 V2

MDC__ECG_LEAD_V3 Lead V3 V3

  이러한 HL7 aECG 문서는 요한 의료(임상)정보

를 포함하므로 정보의 손실이 없어야 하고, 장시간 

측정될 수 있는 생체신호 데이터(심 도 신호,심음 

신호)를 포함한 용량 문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XML 문서의 특성으로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 제공  타 의료시스템 간에 

정보교환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HL7 aECG 문서 장 방법  메타데이터 

4.1 하이 리드 장 방식

  하이 리드 장 방식(혼합형 장 방식)은 (그림 

3)과 같이 HL7 aECG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HL7 

aECG 문서 체를 장하는 비분할 장방식을 사

용하고 효율 인 검색을 해 메타데이터를 계형 

테이블에 매핑해서 장하는 분할 장방식을 사용

한다. HL7 aECG 문서는 3장에서 설명한 특성상 원

본을 유지해야 한다. 즉 문서를 나눠서 데이터베이

스에 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체를 장하는 

비분할 장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 문서 체

를 장  검색 시 성능이 좋은 반면 부분검색을 

한 조건질의 시 성능 하의 문제 이 있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메타데이터를 HL7 aECG 

문서에서 추출하여 계형 테이블에 장하는 분할 

장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그림 3)  하이 리드 장 방식

4.2 메타데이터 

  비분할 장방식으로 장된 HL7 aECG 문서를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추

출한다. 추출되는 메타데이터는 (그림 4)와 같이 환

자 련 메타데이터, 수신된 바이 리 데이터(일차데

이터) 련 메타데이터, HL7 aECG(이차데이터) 

련 메타데이터로 분류된다.

(그림 4) 메타데이터 구조

  이 게 구성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4.1 의 

(그림 3)에서 처럼 HL7 aECG 문서에서 추출된 

XML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하

여 장한다.

5.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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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생체신호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데이터 근 패턴 

분석, 검색 성능, 의료정보의 복구기능을 우선 으로 

고려하며, HL7 aECG 문서를 장하는 특정 타입인 

LOB형과 검색성능의 향상을 한 메타데이터를 각

각의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테이블 길이가 

긴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각각의 검색 로세스

(ECG, 심음 검색)에 맞게 분할하는 수직  분할 방

법을 사용한다. 

5.2 시스템 구조

  본 논문의 메타데이터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5)

과 같이 Management Handler 모듈, Search 

Handler 모듈, DB Handler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5) 시스템 구조

  Management Handler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메타데이터와 환자 정보를 리하기 한 모듈

이다. Search Handler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장

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와 환자 정보를 효율 으로 검

색하기 한 모듈이다. 특히, 복잡한 검색 조건을 효

율 으로 처리하기 해 Query Generator가 존재하

여 Where 의 질의문을 생성한다. DB Handler 모

듈은 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검색, 리에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모듈이다. 특히 검색 작업 후에 처

리한 결과를 XML 형식으로 반환한다. 

  제시한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조는 검색 후 반환되

는 결과가 XML 형태이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과 

연계시 메타데이터 시스템으로부터 반환된 XML 문

서를 연계 시스템의 요구에 맞게 변형하여 서비스하

면 되므로 손쉬운 용이 가능하다.

6.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HL7 aECG 표 을 사용하여 다채

의 생체신호 형 정보를 포함한 바이 리 데이터

를 표 하는 방법과 HL7 aECG 문서의 특성을 고려

한 장 방법을 제시하 고, 장된 HL7 aECG 문

서를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를 추출하 으며,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설계하 다. 제시한 방법들은 

향후 생체신호 데이터의 XML 표   장 방법에 

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이 리드 

장 방식을 용할 수 있는 최 의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진료시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보완해

서 설계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 하며 구 에 따

른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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