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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부문  의료정보 리의 경우 향후 개인 건강 리의 요한 정보로 사용

될 수 있다. 이를 구체화 시키고 실생활에 용시키기 해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

정보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하여 련연구로 빅데이터와 PHR에 해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을 설계하며, 외부와 의료정보 리 시스템간의 의료정보 교환 로

토콜을 설계하 다.

*    가천 학교 자계산학과 박사과정

**   가천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교신 자)

1. 서론

   최근 빅데이터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빅데이터

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기존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다양

한 상황인식, 상황 단 등의 역에도 이용되고 있어 더욱 

정 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의 경우, 개개인

의 건강 리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소셜미디어의 소통기

록 등 막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향후 개인 건강 리의 

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빅데이터에 해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이를 개인 의료정보 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 기반에서의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나 통계 기법들과 연계하여 

맞춤형 개인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련연구

2.1 빅데이터

  빅데이터란 기존의 방식으로 장/ 리/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자료를 의미한다[1]. 빅데이터는 사진, 

장공간, 검색, 공유, 분석, 시각효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다[2][3]. 그러나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

장 요한 기술은 분석 기술이다. 이는 빅데이터가 정제되

지 않은 막 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통계 

기법이나 인공지능 기법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

들은 빅데이터의 잠재  가치에 해 심을 갖고 이를 

효과 으로 분석·활용하는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4].

2.2 PHR(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개인이 본인이나 가족의 일생 동안의 모든 건강 

정보에 해서 안 하게 보 하면서 리하는 기능을 제

공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PHR이 구축되게 

되면 병원이 심에 있는 재 의료 환경이 환자가 심

이 되는 일  신이 일어나게 될 것 이다. 여기에서 유의

해야 할 것은 PHR과 의료기 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서로 개발 목 이 다른 도구라는 것이

다. PHR은 개인, 특히 환자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차원

에서 개인의 건강기록을 개인이 리하기 한 도구라고 

할 수 있고, EMR은 의료기 이 병원의 의무기록의 근

성과 리성을 높이기 해서 개발한 도구라고 할 수 있

다[2]. 한 EMR은 법 으로 인정받는 의무기록들을 

장하는 도구이고, PHR은 법  의무기록과 법 인 기록이 

아닐 수도 있는 개인의 건강기록이 혼재되어 있는 기록들

이 장되는 도구라는 차이도 있다. PHR이 구축되어 활

용될 경우 건강기록의 완 화, 유비쿼터스-헬스 어 지원, 

환자 교육  리, 병원간 진료 정보 교류 확  등에 

한 장 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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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 

설계

3.1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 

설계

  개인 의료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의료정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병원 

진료기록의 경우, 의료기 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단히 

신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 병원 진료기록 이외에

도 병원 검사결과로 사진이나 진찰 기록 등이 발생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의 타겟인 빅데이터와 연 성이 높은 데이

터이다. 이외에도 외부서비스인 건강 리 앱이나 S/W 등

에서 발생하는 사설 건강 리 기록 등이 있을 수 있고, 소

셜 네트워크에서 개인이 건강에 련된 주제로 화를 하

는 것들 모두 개인 의료정보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1)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 구조

  그림 1에서 개인 의료정보는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지만, 

분석되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정보 분석 

모듈을 통해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는지에 해 분석한다. 

한 이 게 분석된 자료는 의료정보 장 모듈에 장되

고, 외부서비스 연동이나 개인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에 연

동 시 표 화 작업을 수행하는 의료정보 표 화 모듈에 

송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료정보들의 보안을 

용시키는 의료정보 보안 모듈이 있다. 

3.2 외부서비스와 의료정보 리 시스템간의 의료

정보 교환 로토콜 설계

  일반 으로 개인의 건강을 리하는 서비스의 경우, 

압, 당뇨, 암 등의 만성질환 리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 건강 리 서비스에 지속 인 사용을 통

해 환자의 질병 리에 도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가 단독 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보다 병원의 기존 

데이터와 연동하여 좀 더 체계 이고 정확하게 리하게 

하는 것이 요한데,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의료정보

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CCR(Continuity of Care 

Record)과 같은 표 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표 을 이용

하여 의료정보를 교환하면 다양한 병원들 간의 연동을 지

원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

하다. 

  의료정보 교환 시스템과 병원간의 정보 교환은 다양한 

요청/응답에 의해 동작할 수 있다. 외부 서비스와 의료정

보 교환 시스템 간의 송되어 질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정의하 다. 

송항목 내용

병력 환자의 병력에 한 사항

검사결과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검사 내역

수술내역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수술 내역

개인의료정보 환자의 기본 정보

진기록 환자가 처음 진료 받은 내역

의료기  내원 기록 환자가 의료기 에 내원한 내역

방 종 환자가 받은 방 종에 한 내역

활력징후 압, 당 등에 한 내역

투약 환자가 투약 받은 내역

<표 1> 외부 서비스와 제안하는 시스템 간의 정보 종류

  한 표 1에서 정의한 정보 이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의료정보가 발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로토콜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확장이 가능한 XML 형태

의 로토콜을 정의한다. 

  외부서비스와 의료정보 리 시스템 간에는 두 가지 형

태의 메시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Request, Response 메시

지이다. Request 메시지는 의료정보 리 시스템이 외부

서비스에게 개인 의료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이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외부서비스에서는 이에 맞는 형식의 응

답 메시지를 만들고, 이를 의료정보 리 시스템에 송신하

여 최종 으로 개인 건강 리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어진다. 이 경우에는 각 요청에 따른 구조를 

포함한 XML 형태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요청메시지 구조

의 는 표 2로 나타내었다.

Depth 문명 한 명

1 Type 요청 유형

1 PID 개인 식별 ID

1 StartDate 검색 시작 일시

1 EndDate 검색 종료 일시

<표 2>. 요청메시지의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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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리 시

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하여 련연구로 빅데이터와 

PHR에 해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을 설계하며, 외부와 의료정보 리 시스템간

의 의료정보 교환 로토콜을 설계하 다.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의료정보 리 시스템은 의료정

보 분석 모듈, 의료정보 장 모듈, 의료정보 표 화 모듈, 

의료정보 보안 모듈로 구성되며, 의료기 이나 건강 리 

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받

아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정형화 한다. 

  향후에는 본 논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세부

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시

스템을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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