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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has been forged to suggest ‘Medical Information Searching System’. This system sets itself to conduct

searching of medical information stored in a wide variety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system aims to suggest a flexible,

compatible and effective standard on medical information searching through this. So, In this paper, we present a framework

to help medical institutions search the requiring medical information in conjunction with analysis on ‘medical informa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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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정책

에는 입법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을 지켜

보는 국민들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는 여러 법안들이

담겨있다.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허가

하려는 법안은 이 법안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이

특히나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고 있는 법안이다. 보

건복지부의 홍보자료[1]에 의하면, 산간벽지와 같이 전

문의료진의 발길이 닫기 힘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원격진료 허용 법안의

목적이며, 동시에 추가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원격진료

허용 법안의 핵심이다.

이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던, 우리가 여기

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격의료 허용 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던 저변에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며, 법안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

와 기술력이 이미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

리가 전산화된 의료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시

스템을 제안하고 구상해야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자의료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수준도 빠르게 발

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전자

의료정보 응용 시스템인 PA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

템)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 예측 또한 CT 또는 MRI 산업

의 규모와 비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또한 국내

외 가릴 것 없이 EHR(전자건강기록)을 이용하여 기존

의 의료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산화 하고 있어[3] 이를

이용한 시스템의 수요도 점차 늘어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의료정보 관련한 표준

도 활발히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4]. 또 몇몇 대형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한 사례도 빈

번히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5], 최근에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와 접목시켜 의료정보 이용을 확대하려

는 시도도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상황에서 한가지 맹점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앞서 소개한 시스템과 기술들은 대부분 의료정보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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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정보 시스템은 주로 의료계열

에 능통한 전문가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의료정보의 전문성을 보조할

편리한 인터페이스의 부재 때문이라 보았다. 이용자들

이 의료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갖

춰진 시스템이라면 좀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응

용이 가능하리란 예상이다. 

앞에의 사안에 고려하여,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해 사

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의료분야에 비 전문적인 이용

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지니는 의료

정보 검색 시스템의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의료정보에 관련한 검색

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들로

부터 의료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시스템의 프레임 워크

이다. 

2. 본 론

2.1. 시스템 목적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의료정보를 요청하

는 측과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 사이에서 필요로 하

는 의료정보를 찾아내어 요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2.2. 시스템 개요도

Fig. 1은 의료정보 검색 시스템과 주변 시스템 및 이

용자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의료정보검색 요청자’는 의료정보의 요청을 발생 시

키는 의료인, 환자 등을 비롯하여 ‘의료정보 검색 시스

템’과 연결된 또 다른 시스템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의료정보 저장소’는 의료정보를 교환 할 수 있고 저장

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가진 의료원 및 또 다른 시스

템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의료정보 검색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의료정보 저

장소’에서부터 ‘의료정보 검색 요청자’ 필요로 하는 의

료정보를 찾아 전달한다.

2.3. 시스템 프레임 워크

Fig. 2는 목표로 하는 ‘의료정보 검색 시스템’의 구

성에 대한 프레임워크이다.

‘의료 정보검색 시스템’의 프레임 워크는 세가지 모

듈과 시스템 입출력, 그리고 모듈간 입출력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절을 이용하

여 한다.

2.3.1 시스템 입출력

의료정보 검색 요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의료정보 검

색요청’과 의료정보 검색 요청자에게 전달되는 ‘의료

정보’가 의료정보 검색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 입출

력이다. ‘의료정보 검색 요청’은 ‘의료정보 검색 요청

자’가 입력하는 자연어 형태의 검색 키워드를 말한다.

아래의 Fig. 3은 의료정보 검색 요청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2.3.2 요청 분석 모듈 및 모듈 입출력

‘요청분석 모듈’은 ‘의료정보 검색 요청자’가 입력한

의료정보 검색 요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듈이다. 이 모듈의 입력은 Fig. 3에서 제시한 ‘의료

정보 검색요청’과 같은 형태의 검색 키워드가 입력된

다. 자연어는 보통 온톨로지나 시소러스와 같은 의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의료정보 검색 시스템’의 ‘요청 분석 모듈’

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한다. 

Fig. 4는 ‘의료정보 검색요청’을 ‘요청 분석 모듈’로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어를

Fig. 1. Diagram of whole system.

Fig. 2. Framework of target system.

Fig. 3. Example of medical informa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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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 이다. 이는 곧 ‘분

석 결과’로 ‘요청 분석 모듈’의 출력이 된다.

2.3.3 의료정보 검색 모듈 및 모듈 입출력

‘의료정보 검색 모듈’은 ‘의료정보 검색 시스템의 가

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등록된 ‘의료정보 저장소’들에

요청할 수 있는 의료정보들에 대한 메타정보와 이를

송/수신 하기 위한 프로토콜 관련 정보들이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모듈이다. 구조는 다음의

Fig. 5와 같다.

‘의료정보 검색 모듈’에서의 핵심은 입력 받는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출하는 SQL

질의로 효과적이게 변환하는 것 이다. SQL 질의 결과로

얻는 값(Record)는 다시 ‘검색 결과’로 재구성된다. 

Fig. 6은 ‘검색 결과’의 구조를 보여준다. Address는

요청 받은 의료정보를 가지는 ‘의료정보 저장소’의 네

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며 Type는 의료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의료정보 기술서의 종류를, field_Map은 의료정

보를 요청하기 위해 ‘의료정보 저장소’에 제시해야 할

키 들의 이름과 값의 해쉬 테이블이다. 

2.3.4 의료정보 송/수신 모듈 및 모듈 입출력

‘의료정보 송/수신 모듈’은 입력 받은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의료정보 저장소’와 직접적으로 의료정보를

주고 받기 위한 모듈이다. ‘의료정보 송/수신 모듈’은

각기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을 가지는 ‘의료정보 저장

소’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토콜 기술서’를 이용하

여 ‘의료정보 저장소’에 맞는 프로토콜을 구성하여 송

수신 한다. Fig. 7은 ‘프로토콜 기술서’를 보여준다. 

‘프로토콜 기술서’는 의료정보 교환을 위해 주고받아

야 하는 메시지의 구조를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주고

받는 순서를 기술하고 있다.

3. 결 론

최근 전자의료정보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이를 위한

표준안과 신기술들의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이용

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폐쇄

적인 의료정보 이용 실태를 점차 개방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로 다가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정보 이

용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정보검색 시스템’을 제안

함으로써 이러한 현 상황에 나란히 하고 있다 할 수 있

다. 의료분야가 가지는 전문성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넘지 못할 장벽이 되어있으나, 이를

전산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타개하려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써 윤활적인 역할을 하는 본 시스템은 의

료정보를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다른 시스템들과 차별화

되고 앞으로의 의료정보 시스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하는 선구 시스템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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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analysis result.

Fig. 5. Diagram of medical information searching module.

Fig. 6. Structure of searching result.

Fig. 7. Protocol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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