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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 화시 에는 사람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병

원 간에 개인의료정보의 공유  교환이 요구되고 있다. 재 병원들은 서로 다른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료정보를 리한다. 이에 환자가 병원을 바꿀 시에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를 문서로 보내거

나 의료정보를 1:1 방식으로 직  송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은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의료정보 

형식이 달라서 의료정보를 직  변환하는 과정도 포함하여 의료정보를 송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비

표  의료정보시스템과 표  의료정보시스템들은 의료정보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즉, 시스템 상호간

의 원활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과 환자의 타 병원으로의 이송, 원격진료 서비스, 기타 의료정보 공유에 

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보통합 리시스템의 개발과 인터넷을 통한 통합검색  교환을 

한 한 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의료정보시스템 간의 의료

정보 교환  통합을 해 XML을 활용한 의료정보 통합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u-healthcare 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환자가 병

원에 직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방식에서 환자가 무선 

의료 기기를 휴 하거나 주변 환경에 설치된 의료 장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건강 리, 질병 방, 신속한 

치료 등의 서비스와 의사가 원격 기기를 통해 환자와의 

면 없이 환자의 진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병원간의 의료정보 공유  교환은 다음과 같은 사례

에서 요시 될 수 있다. 증의 응 환자들은 인근의료기

에서의 응 진료 후 종합병원 혹은 종합 문요양기

으로 후송되는데, 이때 환자 이송 이 에 환자에 한 의

료정보도 같이 제공하여야 복검사를 피하고, 환자에 상

태를 신속하게 악하여 처치할 수 있다.

   웹에서 자신의 의료정보확인, 타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확인,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이나 병원이 먼 지역( . 섬)

에서 견 진료 시에 웹 기반 진료정보 이용  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정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사

용가능하게 의료정보를 변환하려면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

이 각 의료정보시스템마다 존재해야 한다. 그로인해 각 병

원 간에 의료정보 교환을 한 XML이나 변환을 한 알

고리즘과 웹에서 의료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

엔 한 XML이나 알고리즘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표 끼리 변환하여 의료정보를 송하는 방식이 아닌, 

통합 서버에서 의료정보를 통합된 형태로 의료정보를 

부 장하여 공유함으로서 보다 효율 으로 의료정보를 

리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통합 리 

시스템 설계  의료정보 통합 형태를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 기

존 의료정보표   시스템에 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고자하는 의료정보 통합 리 시스템 설계와 의료

정보 통합 형태에 해 기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에 해 기술한다.

2. 련연구

  2.1. 의료정보표  

   재 의료정보표 으로는 HL7, CDA, IHE, XDS, 

DICOM 등이 있다. HL7은 의료정보의 자  교환을 

한 의료정보 에서의 표 이며, 동시에 이 분야에서 미

국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인정을 

받은 표 개발기구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버 으로는 HL7 

Version 2.x, HL7 Version 3.0이 있다. DICOM은 의료

상(CT, MRI)과 이와 련된 정보의 통신을 한 표 이

다. CDA은 의료문서의 교환을 목 으로 문서작성시의 구

조와 구문을 규정한 표 이다. IHE는 표 인 의료정보

표 기 인 HIMSS와 RSN가 만든 의료정보시스템 통합 

표 , 기존 의료정보 표 (DICOM, HL7 etc.)을 응용하되 

각 표 이 갖고 있는 개연성과 선택성, 모호성 등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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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명시화하여 Technical Framework이라는 실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 이다. XDS는 IHE에서 2004년

에 등장한 Integration Profile로 의료정보의 공유  검색, 

획득을 한 최 의 기술 인 해답을 제시하는 표 이

다.[1-4]

  2.2. 의료정보시스템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으로는 이지 어텍, LG-CNS, 

 정보 기술, BIT 정보 기술이 있다. 이지 어텍은 국

내 최 로 서울 학교병원에서 운 되는 HIS 시스템을 기

반으로 개발된 EMR 시스템으로 모든 서식은 텍스트기반

으로 장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LG-CNS는 신  

연세세 란스병원에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EMR 시

스템 개발, 환자에 한 의사 내역은 USB 펜을 이용하여 

기입하며, 이 내용은 이미지의 형태로 장된다.  정

보 기술은 국내 의료정보 분야에 20년 이상 축척된 풍부

한 경험을 지닌 회살 2007년 건국 학교병원 신축에 따라 

JAVA 기반의 EMR 시스템을 개발하 다. BIT 정보 기술

은 97년 제주 한라병원과 한국병원에 Ocs를 동시에 개발, 

이를 상품화하여 국 형 병원에 설치  해외 수출 

이다.[5-8]

3. 본론

   기본 시스템과 달리 모든 의료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에 통합 리하도록 하여 보다 쉬운 의료정보 공유 

 리가 가능하게 한다. 한, XML을 이용하여 의료정

보의 형태를 하나로 형태로 변환하여 서버에 장되게 한

다. 본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의료정보 통합 리 시스템 구성도

   

   각 병원 서버는 의료정보를 원본으로 보 하고 각 지

역 서버는 해당 지역의 최근 의료정보를 공유하다 통합 

서버보다 빠르게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를 들어, 지역 

서버의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내과에 갔

다가 치과를 갔을 경우, 환자의 최근 정보를 통합 서버에

서 찾지 않고 지역 서버에서 찾음으로서, 보다 빠른 검색

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통합 서버는 

XML를 이용하여 하나의 의료정보 형태로 변환된 모든 

의료정보를 보 한다. 즉, 서로 다른 형태의 의료정보들을 

통합해야하므로 기존에 모든 의료정보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XML 요소를 만든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ML의 

요소는 다음 <표 1>과 같다.

환자 

아이디
환자이름

환자

얼굴사진

보호자 

아이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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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성별

환자

액형
화번호

집 주소 진료유형 진료날짜 진료내용

처방 정보 진료병원정보 촬 정보 환자상태

<표 1> 의료정보 통합 XML 요소

   의료정보 통합 XML 요소는 크게 환자정보와 진료정

보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환자정보로는 환자 아이

디, 환자이름, 환자얼굴사진, 보호자 아이디, 보호자이름, 

환자성별, 환자 액형, 화번호, 집 주소, 종교 등이 있다. 

그리고 진료정보로는 진료유형, 진료날짜, 진료내용, 처방

정보, 진료병원정보, 촬 정보(X-ray, MRI, 음 검사 

등), 환자상태(등록, 입원, 퇴원, 이송)가 있다. 

   환자정보에서 환자 아이디와 환자이름, 환자얼굴사진은 

환자를 식별하기 한 식별키로 사용되고 나머지 정보는 

기본 으로 필요한 정보로 의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진료정보에서 진료유형은 진료방식을 나타내고 진료날

짜는 진료한 날짜, 진료내용에는 진료에 한 결과정보를 

장한다. 그리고 처방 정보는 진료에 한 처방 이 나

왔을 경우에만 내용이 있고 없는 경우에는 NULL값을 가

진다. 진료병원정보는 진료한 병원의 이름과 주소를 나타

내고 촬 정보는 MRI나 X-ray와 같은 촬 에 한 이미

지를 장하고 환자상태는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의 입원

하거나 퇴원 등에 한 정보를 장한다.

   이와 같이 기존에 서로 다른 표 이나 형태의 의료정

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정보를 고려한 XML 요

소를 가지고 시스템별 XML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의료정보를 같은 의료정보형태로 클라우드 상에 통

합 서버에 장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통합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시스템은 XML 요소를 기반으로 의료정보 형태를 

통합하여 새로운 병원이나 표 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병

원이나 표 이 수정되더라도 XML로 만들어 놓은 의료정

보 형태를 수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가나 수정을 용

할 수 있다. 한,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상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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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서버로 시스템이 구 되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서버에서 모

든 의료정보가 리되기 때문에 해당 서버를 한 보안/

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매우 요하다. 

   향후, 실제로 본 의료정보 통합 리 시스템을 구축하

여 네트워크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정보의 요도를 고려

한 후, 제안 시스템  XML 요소와 보안 기술을 용하

고 클라우드 상에 통합 서버로 의료정보 송  통합 

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한, 웹을 통해서 의사나 간호사

가 의료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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