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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감소시키

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U-헬스는 스마트기기의 확산, 무선통신, 센싱 기술과 함께 의료서비스와의 융

합으로 더욱 지능화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분야에서의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L7 표준 메시지 전송 구조를 분석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HL7 메시지의 처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medical expenses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accelerated aging phenomenon , thus  study for the 
medical service of high quality and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should  be  continued as yet. Especially, U-health is 
performed  by intelligent  medical service  which is derived by smart devices, wireless network, sensing technology 
and it could be more extensible  in the medical fields as time goes on. On this study, we  analyze  message transmission 
structure of HL7 standard and will suggest improved processing  methodology of  HL7 message. 

키워드 : U-헬스케어, 헬스 레벨 7, 의료정보,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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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사회 고령화로 인해 1인당 의료비가 2012년 

16조 382억 원에서 매년 2.5%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료분야에서는 IT기술을 접목하여 의료서

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

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유헬스는 의료비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감

소 효과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등의 

사회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각광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다

양한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과 유무선 통신기술과 센

싱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다 복

합적이고 지능화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다양한 개인 건강 기기

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데이터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의료 영상 이미지, 유전자 통계, 질병 정보, 생활정보, 
환경정보 등으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으로 현

재 각종 센서와 개인건강기기를 통해 측정된 생체 정보

는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진단지원시스템으로 전

송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처리속도와 데이터 크

기로 인한 기존 HL7 표준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헬스케어 시스템의 HL7 

표준 메시지 전송 구조를 분석하고 측정된 사용자의 생

체 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HL7 메시지의 처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HL7 표준 메시지 생성

헬스케어에서는 게이트웨이와 진단지원시스템 간의 

모든 정보 교환은 HL7 2.x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HL7은 현재 병원 시스템 간 의료 정보 전달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프로토콜로 국제 표준으로 서로 다

른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료데이터의 

융통성 있는 전달과 비용 효과적인 접근법, 기준, 지침, 
방법론, 그리고 의료서비스 정보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

영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3,4].
특히, 개인건강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정보를 진단

지원시스템으로 전송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기

존 HL7 표준의 OBX 세그먼트는 하나의 Observation 
Value(관찰 결과)에 하나의 OBX 세그먼트를 생성하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HL7 Coding 규약으로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 임의의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5,6].

그림 1. HL7 표준 방식의 ORU^R01 메시지

Fig. 1 ORU^R01 message of HL7 standard

그림 2. XML 변환된 HL7 표준 방식의 메시지

Fig. 2 The HL7 standards-based XML message transfor- 
mation

이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 건강 기기를 통해 누적된 

측정된 생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그림 1과 같은 메시지

가 생성되며 그림 2와 같이 XML 형식으로 변환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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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7].
이처럼 기존의 HL7 표준 방식은 누적된 생체 정보를 

피드백할 경우 생체 측정 값과 시간만 변경된 OBX 세
그먼트를 누적된 개수만큼 전송하는 것으로 진단지원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처리속

도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Ⅲ. HL7 메시지 개선 방안

본 논문에서는  HL7 Coding 규약으로 표준을 지원하

기 위해 HL7 표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인 건강 기기

를 통해 측정된 생체 정보를 진단지원시스템으로 전송

하고 누적된 건강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요

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 XEEE 11073/HL7 세그먼트 매핑 구조

Fig. 3 Segment mapping structure XEEE 11073/HL7

먼저 그림 3은 개인 건강 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정

보를 파싱하여  HL7 표준의 세그먼트에 매핑하는 구조

로 생체 정보는 OBX 세그먼트의 Observation Value 데
이터 필드에 기록되며 누적 건강 정보 요청 메시지의 

OBX 세그먼트에서 데이터 값은 개인건강기기 측정값

인 Observation Value와 측정 시간 값인 Date/Time of 
the Observation를 제외한 값들은 모두 동일하다.

그림 4. Observation Value 데이터 필드

Fig. 4 Observation value data fields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해당 데이터 필드 

Type인 ‘VARIES’는 데이터 길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

을 활용하여 누적된 건강정보의 메시지 생성과정에서 

Observation Value와 Date/Time of the Observation에 

VARIES 데이터 타입을 적용하여 공백으로 구분된 

Observation Value와 Date/Time of the Observation을 

하나의 OBX 세그먼트에 기록하여 메시지를 생성하도

록 설계하였으며 제안하는 메시지 생성 함수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HL7 OBX 세그먼트의 생성 함수

Fig. 5 Generating function of HL7 OBX segment

∙OBX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검색된 측정값은 

ObservationValues 배열에 저장되고, 측정 시간 값은 

ObservationDates에 저장된다. 
∙하나의 OBX 세그먼트에 공백으로 구분되어 해당 배

열 값이 각 데이터 필드 값에 기록된다.
∙해당 매시지를 전송 받은 게이트웨이는 메시지를 

파싱하고 인터페이스에 출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Observation Value와 Date/Time of the Observation
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출력한다.

그림 6. ORU^R01 메시지

Fig. 6 ORU ^ R01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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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시지 생성 방식을 

통해 체중계로 측정한 누적된 2개의 생체 정보를 요청

했을 경우 생성되는 메시지로 이를 XML로 변환하면 

그림 7과 같으며 기존 HL7 표준의 건강 정보 요청 메시

지보다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XML 변환된 메시지

Fig. 7 Message Converted XML 

그림 8. 7EDIT HL7 툴을 통한 파싱

Fig. 8 Parsing of 7EDIT HL7 tools

또한, 7EDIT HL7 Tools와 같은 HL7 메시지 관리 

Tools는 표준화 형식을 따르는 HL7 v2.x 메시지를 파싱

하여 세그먼트 필드별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하는데, 그림 8은 제안하는 건강 정보 요청 메

시지의 HL7 메시지의 표준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7EDIT HL7 Tools에 전송하여 파싱한 화면으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메시지 생성이 HL7 표준 

Coding 규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비교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건강 정보 요청 메시지 생성 

방안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HL7 표준의 건강 

정보 요청메시지를 대상으로 10번의 측정된 결과의 평

균값을 하나의 샘플링 데이터로 총 100번의 측정 결과

를 10개의 샘플링 횟수로 구분하고 누적 건강 정보의 

수를 늘려가며 메시지 생성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메시

지 생성을 위한 이벤트 발생 시점과 이벤트 종료 시점

으로 계산하여  ms(밀리초)단위로 측정 처리속도를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구분 OBX(1) OBX(10) OBX(100)
1 775 797 910
2 775 782 909
3 761 812 889
4 772 781 890
5 768 782 901
6 768 781 904
7 765 797 899
8 782 797 898
9 771 797 897
10 774 785 902

표 1. HL7 표준 - 메시지 생성 처리 속도

Table. 1 HL7 standard - processing speed  of message
creation  

구분 OBX(1) OBX(10) OBX(100)
1 776 774 782
2 768 776 781
3 768 775 783
4 772 766 781
5 771 768 781
6 761 771 778
7 768 766 781
8 771 771 785
9 772 766 781
10 768 765 785

표 2. 제안한 메시지의 생성 처리 속도

Table. 2 Processing speed for creation of proposed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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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표 2는 기존 HL7 표준의 건강 정보 요청메시

지와 제안한 건강 정보 요청메시지에 따른 처리 속도의 

결과 값으로 먼저, HL7 표준을 통해 누적된 건강정보를 

생성할 경우 누적된 건강정보의 개수만큼 생성되는 

HL7 메시지의 OBX 세그먼트가 늘어났으며 누적된 

100개의 건강 정보 요청했을 경우 100개의 OBX 세그

먼트를 생성하게 되고, HL7 v3 혹은 다른 응용 애플리

케이션에서 활용하기 위해 XML 형식으로 변환할 경우 

2000 개의 자식 노드를 생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OBX
는 생체 데이터 값인 ‘Observation Value’와 측정 시간 

값인 ‘Date/Time of the Observation’ 제외한 필드 데이

터는 동일한 정보가 중복 생성되어 누적된 건강 정보의 

개수가 1개에서 100개로 늘어날 경우 100개당 평균 

16.7%의 처리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제안한 메시지 생성 방안을 통해 건강정보

를 생성할 경우 누적된 건강정보의 개수에 관계없이 하

나의 ORU^R01메시지는 하나의 OBX 세그먼트로 구성

되었으며 누적된 100개의 건강 정보 요청했을 경우 1개
의 OBX 세그먼트의Observation Value와 Date/Time of 
the Observation의 값은 100개의 데이터가 공백을 포함

하여 기록하여 누적된 건강정보가 늘어나는 개수만큼 

해당 데이터 값만 늘어나며, HL7 v3 혹은 다른 응용 애

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기 위해 XML 형식으로 변환할 

경우 자식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HL7 표준 방식에서 OBX 세그먼트에 중복되어 기록되

는 Observation Value와 Date/Time of the Observation
을 제외한 데이터 필드 값은 공통된 데이터를 파싱 과

정에서 매핑하여 출력함으로서 누적된 건강 정보의 

개수가 1개에서 100개로 늘어날 경우 100개당 평균 

1.6%의 처리 속도가 증가하여 기존 HL7 표준을 통한 

요청 메시지보다 처리 속도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 정보 수 HL7 표준 방식 제안 방식

1 341 341

10 1358 606

50 5280 1315

100 11720 3314

표 3. 메시지의 데이터 크기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data size to message

그림 9. ORU^R01 메시지 크기의 비교

Fig. 9 Comparison of size to ORU^R01 message

또한, 처리속도 측정 결과를 통해 생성된 메시지의 

데이터 크기를 비교한 결과 최초 1개의 누적된 건강정

보를 전송하기 위해 생성되는 ORU^R01 메시지의 크기

는 341Byte로 동일하였으나 100개의 누적된 건강정보

를 요청할 경우  개선된 방식이 기존 HL7 표준 방식보

다 약 1/4의 데이터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누적된 건강

정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데이터 크기의 감소율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HL7 표준 방식

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동일한 OBX 세그먼트 데이

터 필드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감소율이 증가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누적된 건강정보를 요청하

여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HL7 표준 Coding 규약을 준

수하며 기존 HL7 표준을 통해 생성되는 ORU^R01 메
시지의 처리 속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 

및 비교 평가를 하였다. 이에 기존 HL7 표준 방식의 메

시지 처리의 경우 변동되는 관찰 기록인 Observation 
Value와 Date/Time of the Observation 뿐만 아니라 중

복되는 OBX 세그먼트를 누적된 건강 정보의 개수만큼 

생성함으로서, 건강정보 100개당 40배의 데이터 크기

가 증가하였으며, 16.7%의 처리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필드 Type인 VARIES는 

데이터 크기 제한이 없음을 활용하여 공백으로 구분된 

Observation Value와 Date/Time of the Observation를 

하나의 OBX 세그먼트에 기록하는 OBX 세그먼트 생성 

함수를 적용한 ORU^R01메시지를 생성 방안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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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제안된 방식으로 생성된 요청 메시지는 누적된 

건강정보의 개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ORU^R01메시지

는 하나의 OBX 세그먼트를 생성 하여 XML 형식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별도의 자식노드를 추가로 생성할 필

요가 없으며, 건강정보 100개당 10배의 데이터 크기 증

가로 기존 HL7 표준 방식에 비해 1/4의 데이터 크기 감

소 효율을 확인 하였으며 메시지 생성과 파싱에 대한 

처리속도 또한 100개당 1.6%의 처리 속도 증가로 기존 

HL7 표준방식에 비해 10.1% 처리 속도 향상을 확인 하

였다. 즉, 생성된 메시지의 크기가 고용량이 아니므로 

전송 속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요청 메시지

의 OBX 세그먼트 개수가 늘어나지 않음으로 HL7 메시

지의 생성, 파싱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

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헬스케어 시스템과 융합되는 다른 서비스 

시스템에게 다수의 사용자 건강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 생성에 적용할 경우 보다 높은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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