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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Macro 사회 환경의 진화

조직은 어떻게 진화 하는가
: Micro 조직의 진화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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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ast

산업사회

봉건사회

사회의 Evolution사회의 Evolution

발산 수렴
陽 陰

시장시장
의 출현

순환계의
발달

조직조직
의 출현

기관의
발달

피라미드
조직 !!!

조직시장

NetworkNetwork
의 출현

신경계의
발달

???

Network
Community ??

지식/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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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의 세계로 !!Relation의 세계로 !!

Object

시장 과 조직

산업사회

Network
“ 시장에서 Network으로”

지식/정보사회

“ From Object To Relation ”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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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세계로!!! 의미의 세계로!!! 

고양이 타자치기

3##SS SBBF SS
X2@@ 3NMMI 5\\\
AAL&& 77NN MVJH
= 12S,7B,4N…. 

“ Quantity세계 ”

셰익스피어 타자치기

TO  BE 
OR 

NOT  TO  BE ?

“ Quality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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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Network  사회의 Image지식/정보/Network  사회의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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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학?  (Musen, IMIA Yearbook, 2002년 194쪽)

과학(science)? 공학(engineering)?
o 과학?  이론적 체계는 무엇인가?
o 이론, 원칙(principles), 응용성 (applicability)

정보기술을 의료에 ‘응용’?
o Medical computer science..
o ‘broker’? 의학, 컴퓨터과학, 사용자 간 – 의사소통

학문적 영역과 관련 서비스 영역
o 서로 필요하나 일의 성격은 상이

영역의 설정 (boundary)
o 어떤 문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인가?
o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성 향상? 소비자 참여? 임상의사의 역할?  

중심 교과목은?
o 애매 모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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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학: 분류체계를 통한 시스템적 이해

총체적 이해를 중시

포괄적 맥락을 바탕으로 균형을 추구

o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를 갖을 때

o 시대적 추세에 따른 변화가 심할 때

기술의 생산과 발전 응용 사이클

o 일련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

o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사용자와 슈퍼 사용자, 판매
자 등 다양

의료정보 – 정의되지 않은 불확실성.
o 국가 간, 의료 내의 분야 간, 다른 기술 분야와의 관

계 등

전통적인 학문 이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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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학/전산학 기초 (1/4 )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웨어하우스
의료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자료통신
인터넷
웹

통신

데이터 이론
정보이론
의학자료 및 의료 정보의 특성

데이터이론/ 정보이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산학 역사 및 개념
기본 전산용어

전산학 기초

소분류 항목예시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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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보건의료정보학 (2/4 )

Computer Assisted Learning /사이버교육 /원격교육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Genomics (computational genomics) /Sequence Analysis
Statistical Genomics /Biological Database

바이오인포마틱스
(bioinformatics)

의학정보 검색 및 활용 /EBM 개론 및 방법론 /Evidence-based Diagnosis 
/Evidence-based Treatment /Cochrane Collaboration & Secondary Database 
/임상논문 평가방법론

의학정보검색과 근거중심의학

지식베이스(knowledgebase) /지식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 /의사결정지
원시스템(Medical Expert System) /인공지능 및 자연어처리

의료의사결정지원
체계

증후학(Semiology) /의료추론(Medical Inference)
/의사결정과정과 불확실성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베이즈

정리(Baysian statistics) /의사결정분석(Decision Analysis, Decision Tree)
의료분야의 추론과 의사결정이론

HL7 /DICOM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Coding & Classification(ICD) /Controled Terminology의 중요성과 역사 / 주요
용어체계: SNOMED, UMLS  /Medical ontology (MED, GALEN) 
/Thesaurus(MeSH)

의학용어체계

보건의료정보학의 정의와 영역/정보시대 보건의료의 특징
보건의료정보학의 역사와 현황/보건의료정보학의 미래

보건의료정보학개념

소분류 항목( 예시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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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의료정보학 (3/4 )

Biosignal
인터페이스
의생물공학 Bioengineering

의생물공학

원격의료의 정의와 역사
원격의료의 현황
원격의료의 법적 제도적 측면

원격의료

의료 영상학
PACS(영상압축 및 전송시스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의료 멀티미디어학

임상병리시스템
간호정보시스템
약국정보시스템
감염관리시스템 등 부문별 정보시스템

임상정보시스템
(Clinical
information
system)

의무기록의 발전사, 중요성
컴퓨터기반 의무기록의 필요성
컴퓨터기반 의무기록의 정의, 영역, 구조와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기반
의무기록
(Computer-based Patients Records)

병원정보시스템의 발전과 역사
병원정보시스템의 정의와 영역, 구조
병원정보시스템 구축과정
병원정보시스템의 평가
병원관리정보시스템과 병원경영
Smart Card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소분류 항목예시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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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정보학/법적사회적 측면 (4/4 )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 of Medical 
Information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판례

의료정보학의 윤리, 법, 사회적 측면

Medical Data 암호화(Encryp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자료보호(Data Protection)

자료보안
(Security)

Public Health Informatics의 원리
질병감시와 지리정보시스템
전자질병등록 시스템
지역사회 데이터베이스
건강증진 시스템

공중보건정보학

소비자 보건 정보학
환자중심의무기록(Patient-centered Medical Record)
인터넷과 소비자 의료

소비자보건정보학
(Consumer Health Informatics)

소분류 항목예시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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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체계 – 분류 (1)

대학원 교과목 개발을 위한 분류

o 다양한 학부 전공을 수용

o 해당 강사의 관심 분야에 따른 구분

o 현장의 요구 수용

크게 4 가지로 구분

o (1) 전산학의 기초 부문 – 개념적 이해를 중심으로

o (2) 보건의료정보학 기초 부문 – 대상부문을 보건의료로 한정하며
꼭 필요한 기반 기술

o (3) 임상의료정보학 – 임상 진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야

o (4) 공중보건정보학 - 공중 보건, 혹은 다양한 이해를 포괄하는 인프
라적 성격의 제 분야

Pros. & Cons.
o 모든 분야를 수용, 특성화 부족

o 다른 응용 분야와의 연계 미흡, 예 유비컴과 모바일 컴퓨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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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분야의 제 기술 (1/1)

• 의과학 지식표현 시스템 구축 기술 (healthcare science knowledge representation 
system)
• 의료데이터 획득 및 저장기술(medical data acquisition and storage)
• 의료정보 검색기술(medical Information retrieval)
• 의료정보 시스템화 기술(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 의료정보 표준화 기술(standards in medical informatics)
• 의료 영상 처리 기술(medical image processing)
• 의료 인공지능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science)
• 공공의료 정보 기술(public health informatics)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정보학(others)

범 위

보건, 의료 시스템은 원초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학문분야이며, 크게는 의료 산업 전체도
정보 집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실례로 국내 대형의료기관들 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전산화 되어 있으며, 정보화 투자도 전체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임상자료의 보호 및 공유는 국만 건강 보호라는 복지국가적 명분
아래 그 중요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

의료와 생명과학분야에서 정보, 데이터, 지식의 저장, 검색과 함께 해당 자료들을 문제해
결을 위해서 또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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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체계 – 분류 (2)

의료정보 R&D 기획을 위한 분류

o 다른 분야와 비교, 분석 가능하게

o 하향식으로 세부 구분이 가능하게

o 기술간 중복성 배제 및 포괄성 증대 (MECE, mutually exclusive & 
collectively exhaustive)

Pros. & Cons.
o 다른 분야 정보기술과 연계 수월

o 복합적 성격의 응용 프로그램과 연계 미흡

o 기술 요소간 투자, 중요도 등 배분비는 항상 변함

o 의료분야의 독자 기술 추출이 어렵고 타 정보기술에 의존

o 의료분야 특유의 응용 분야 설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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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관련 요소 기술 (1/2)

의과학개념표현 /모델링기술 /서비스기술의과학개념처리기술의과학 정보처리
기술

의과학용어개발 /적용 /평가 기술의과학용어

case-based reasoning  /adaptive inference추론기술인공지능

구조화된자료입력 /펜기반자료획득정보획득정보처리기술

(획득, 표현, 검색)
다국어정보검색 /에이전트기반 정보검색 /
의미기반 정보검색

정보검색

자동번역 /자동요약 /정보추출자연어처리언어기술

정보표현

음성인식 /음성합성음성처리

전자서명 /정보보정 /전자서명인증정보보호기술

생체인식을 통한 보안 /암호화 기술정보보안기술정보의 보호및
보안기술

MMI(Machine-machine interface)

웹인터페이스 /장애인 인터페이스HCI(Human-computer interface)인터페이스

소분류중분류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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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요소 기술 (2/2)

3차원영상기술

증강현실기술가상현실기술

무선인터넷기술인터넷기술통신기술

분산컴퓨팅 /이동컴퓨팅 / 병렬컴퓨팅컴퓨팅

데이터웨어하우징 /데이터마이닝데이터베이스기술

.NET /EJB컴포넌트기술객체기술

DICOM의료영상

HL7 /HTML, XML메시지자료 표준

영상변환기술 /영상압축기술영상처리기술

애니메이션 기술

영상처리기술

소분류중분류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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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체계 – 분류 (3)

정보기술 R&D 기획을 위한 분류

o 정보기술의 일반적 분류와 동일

o 기술간 중복성 배제 및 포괄성 증대 (MECE, mutually exclusive & 
collectively exhaustive)

Pros. & Cons.
o 다른 분야와 상호 비교 가능

o 의료정보 분야의 특수성 배제

의료분야의 특수성??
o 임상의학, 현장의 지식

o 전문가 집단, 그들 만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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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류체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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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학의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Morris F. Collen의 A History of Medical Informatics in 
U.S.
“의료정보의 역사란 의료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했는가에 관한 것”이며

“그 사람들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역사라는 맥락?
o 정보 기술 수준

o 대상 시스템의 특성

o 사회 경제적 제약

o 연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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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류

분류?
Morris F. Collen의 A History of Medical Informatics in 
U.S.
“의료정보의 역사란 의료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했는가에 관한 것”이며

“그 사람들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역사라는 맥락?
o 정보 기술 수준

o 대상 시스템의 특성

o 사회 경제적 제약

o 연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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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의 역사

해방이전 : 국립 및 시도립 병원, 해외 의료 선
교

~ 60년대초 : 전염병/방역 사업 투자, 민간 부
문의 자원 축적, 위생병원 서구식 의료 서비스

~ 의료보험실시(77년) : 국립의료원 및 특수병
원 설치, 병원의 대형화, 모자 보건에 대한 투
자

~ 전국민 개보험 실시(91년) : 초대형 병원 등
장, 고가 의료장비 도입, 정부의 지원 (차관 알
선 등)
~ ? : 재벌 기업 참여, 의료관련 기간 산업에 투
자, 의료 시스템의 경계 구역 확장 및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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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의 전산화 과정

초기 단계
o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보험청구 업무 부담을 경감

o 재고 자산 관리 및 인사 급여 업무의 전산화

o 진료 오더 입력과 결과 보고 체계의 전산화를

89, 90년에 걸쳐 일부 3차 의료기관에서 시도

병원 전산화의 정체
o 병원 최고 경영층의 관심 부족

o 초기 비용 부담 및 병원 운영의 수익성 저하

o 병원의 기존 전산 인력의 능력 한계

재벌 기업 참여 후 전산 투자 필요성 인식 증가



2003 아태의료정보학회 24

병원 전산화 문제점 및 한계

실제 업무 흐름 순서

환자등록→오더입력→진료비계산→오더수행

병원의 전산화 개발 순서는 … 따라서
o 진료비 계산 알고리즘이 부적절, 부정확

o OCS(진료오더수행체계) 구축에 어려움

o 자체 보험 심사 시스템 구축에 한계

o 물자관리, 경영분석 시스템 개발 제한

전산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예측 한계

전산화 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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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산 환경

대상 환경
o 전산 인력의 기술 발전에 대한 수용력 부족
o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의지 결여
o 전산화에 따른 조직의 기능 및 구조 개편 의지 결여
o 의사 결정 과정에의 정보 활용 정도 및 능력 미흡

기술 환경
o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재
o 시스템 통합 (system integration) 경험 결여
o 현장 기술의 체계적인 축적 미흡
o R&D와 application간의 큰 격차 해소 미흡
o 기술 구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인간 관계
o 관련자간 의사 소통 한계
o 갈등 해결을 위한 기전 및 훈련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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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Electronic Patient Record, EPR)
(Computer-Aided Patient Record,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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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ick and Steen, 1991]
resides in a system
complete and accurate 
data, alerts, reminder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links to medical 
knowledge, and other aids.

[Dick and Steen, 1991]
resides in a system
complete and accurate 
data, alerts, reminder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links to medical 
knowledge, and other aids.

[CPRI,1995]
Electronically maintained 
information
individual's lifetime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replacing the paper 
medical record
record of care, meeting all 
clin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nd 
providing added value in 
supporting decisions about 
patient management

[CPRI,1995]
Electronically maintained 
information
individual's lifetime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replacing the paper 
medical record
record of care, meeting all 
clin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nd 
providing added value in 
supporting decisions about 
patient management

EMR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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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의 역사

BC 5C 히포크라테스의 의무기록
질병의 진행사항과 원인

1900년대 Mayo clinic에서 환자별차트관리 시작, 
환자중심의 의무기록

1960년대 Weed, Problem-oriented medical record 개념 제안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 (전자)의무기록의 포맷이 됨

미국, 최초의 전산화된 의무기록 시스템 COSTAR개발

1970년대 미국, RMRS, TMR등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개발

1990년대 웹기술, XML, JAVA과 각종 표준을 이용, 시스템 구성 및
확장 시도



2003 아태의료정보학회 30

용도

Medical 
Record

Administrative

Clinic

Insurance

Research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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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by CPRI]

PACS 실험실

진료실

자료의 보안
- 사용자의 신원, 허가 등급 확인
- 접속한 날짜, 시간, 작업내용

자료의 보안
- 사용자의 신원, 허가 등급 확인
- 접속한 날짜, 시간, 작업내용

환자

의료기관
평생

자료를 원하는
양식으로 표현
- 출력양식의 정의

자료를 원하는
양식으로 표현
- 출력양식의 정의

진료, 행정 지원
- 진료계획, 역할 분담
- 자원분배, 비용산출
- 다양한 방식의 정보 가공과 통합

진료, 행정 지원
- 진료계획, 역할 분담
- 자원분배, 비용산출
- 다양한 방식의 정보 가공과 통합

분산 시스템간의 자료교환 가
능
- 식별시스템
- 통신프로토콜의 표준
- 용어의 표준

분산 시스템간의 자료교환 가
능
- 식별시스템
- 통신프로토콜의 표준
- 용어의 표준

지식베이스와

독립적인 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관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 자료 백업
- 확장 가능한 시스템

의료기관 독립적인 환자의
평생 진료기록 보관 관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 자료 백업
- 확장 가능한 시스템

자료 입력의 용이성
- 구조화된 입력틀 제공
- 입력된 자료의 유효성 확인

환자 자료 입력의 용이성
- 구조화된 입력틀 제공
- 입력된 자료의 유효성 확인 연동

- 위험 경고
- 진료결과 예측

지식베이스와 연동
- 위험 경고
- 진료결과 예측

복합적 기능 및 기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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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소

의학용어
o Data exchange and vocabulary standard

자료입력
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o Structured Data Entry(SDE)
자료의 보안 및 보호
o 하드웨어 관련 자료보호 방법

o 소프트웨어 자료 보호

o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웹 : 자료의 공유

EMR

Comput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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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발전 방향

Personal Clinical Institutional Regional

기록매체 Paper-based
Computer-based

Time-Oriented
Source-Oriented

Problem-Oriented
구조

공유범위 Personal Department Institution World-wide

용도

Patient care
Legal report of medical actionAdministration

Support research

기반환경 Standardization
Terminology, Messaging, Protocol, …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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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 기반의 전자의
무기록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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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의에 의한 치료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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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의 적용과 임상진료

Diseases

Anatomy
Physiology

Procedures Drugs
Devices

Medical Knowledge

Diseases

PhysiologyAnatomy

Procedures

DevicesDrugs

Medical 
Knowledgebase

Clinical
linguistics

Logical concept
representation

Clinical
pragmatics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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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통합: 디지털화

3D technology

Internet

Medical concept 
representation

PACS Database

HL7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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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통합: 디비화

방사선사진 임상사진 모델 실험실

Medical 
Record

의무기록

의료정보학에서 다루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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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ncept Representation 이란

Diseases

Anatomy
Physiology

Procedures Drugs
Devices

Medical Knowledge

Diseases

PhysiologyAnatomy

Procedures

DevicesDrugs

Medical 
Knowledgebase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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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ncept Representation 활용

?
전자의무기록 의사결정 시스템 문헌 인덱싱

Medical Concept Representation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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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온톨로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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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Process

Analysis of ConceptAnalysis of Concept GRAIL expressionGRAIL expression

CompilingCompiling

VerificationVerification

DigitallyDigitally--controlledcontrolled

Healthcare
Healthcare

Vocabulary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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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Hierarchy 
Structure

Tooth

Incisor
AnteriorTooth

Canine
AnteriorTooth

Molar
PosteriorTooth

Premolar
PosteriorTooth

Lower
CentralIncisor

AnteriorTooth PosteriorTooth

#31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Upper
CentralIncisor

Lower
LateralIncisor

Upper
LateralIncisor

First
Premolar

Second
Premolar

Lower
FirstPremolar

Upper
FirstPremolar

Lower
SecondPremolar

Upper
SecondPremolar

First
Molar

Second
Molar

Wisdom
Tooth

Lower
Canine

Upper
Canine

Lower
FirstMolar

Upper
FirstMolar

Lower
SecondMolar

Upper
SecondMolar

Lower
WisdomTooth

Upper
WisdomTooth

#41 #32 #42 #33 #43 #34 #44 #35 #45

#21 #12 #22 #13 #23 #14 #24 #15 #25 #16 #26 #17 #27 #18 #28

UpperTooth LowerTooth

#36 #46 #37 #47 #38 #4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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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mponents
EnamelOfTooth

NAMEDToothPart

ToothPartBySubstance

ToothPartBySurface

ToothPartByStructure

DentinOfTooth

CementumOfTooth

PulpTissueOfTooth

CrownOfTooth

RootOfTooth

PulpCavityOfTooth PulpChamberOfTooth

RootCanalOfTooth

‘WallOfPulpChamber’

NAMEDOralCavityBodyPart

RoofOfPulpChamber

FloorOfPulpChamber

HornOfPulpChamber

MarginOfTooth‘SurfaceOfCrownOfTooth’

ApicalForamenOfRoot

ApexOfRoot

LineAngleOfTooth

PointAngleOfTooth

CuspOfTooth

ContactAreaOfTooth

CingulumOfTooth

RidgeOfTooth

GrooveOfTooth

FossaOfTooth

PitOf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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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ng Relations

Tooth SurfaceOfTooth MarginOfToothhasDivision hasDivision

Tooth

UpperTooth

LowerTooth

LingualSurface

PalatalSurface

LabialSurface

BuccalSurface

FacialSurface

LingualSurfaceOfAnteriorTooth

ProximalSurfaceOfAnteriorTooth

LingualSurfaceOfPosteriorTooth

ProximalSurfaceOfPosteriorTooth

ProximalSurface

MesialSurface

DistalSurface BuccalMargin

LabialMargin

LingualMargin

CervicalMargin

IncisalMargin

MesialMargin

AnteriorTooth
DistalMargin

PosteriorTooth

OcclusalMarginIncisalEdge = CuttingEdge

Occlusal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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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 whichG hasUpperLowerSelector upperSelection)
name UpperTooth.

UpperTooth sensiblyAndNecessarily hasProximity Maxilla.
(Tooth whichG hasUpperLowerSelector lowerSelection)

name LowerTooth.
LowerTooth sensiblyAndNecessarily hasProximity Mandible.

(Tooth whichG hasAnteriorPosteriorSelector anteriorSelection)
name AnteriorTooth.

(Tooth whichG hasAnteriorPosteriorSelector posteriorSelection)
name PosteriorTooth.

Incisor sensiblyAndNecessarily hasAnteriorPosteriorSelector anteriorSelection.
Canine sensiblyAndNecessarily hasAnteriorPosteriorSelector anteriorSelection.
Premolar sensiblyAndNecessarily hasAnteriorPosteriorSelector posteriorSelection.
Molar sensiblyAndNecessarily hasAnteriorPosteriorSelector posteriorSelection.

Definition of AnteriorTooth and PosteriorTooth

GRAIL(Galen Representation 
And Integration Language)
GRAIL(Galen Representation 
And Integration Language)

GRAIL Expression

Definition of UpperTooth and Lower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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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ing

KnoME(Knowledge
Modeling Environment)
KnoME(Knowledge
Model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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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1/4)

Result of Modeling  = What We’ve Intended?



2003 아태의료정보학회 49

Verification (2/4)
Correct Answer for a given question ?

하악 좌측 치아는 어떤 것이 있는가?
(Tooth whichG < hasLeftRightSelector leftSelection
hasUpperLowerSelector lowerSelection>.)

Tooth31
Tooth32
Tooth33
Tooth34
Tooth35
Tooth36
Tooth37
Tooth38

Tooth31
Tooth32
Tooth33
Tooth34
Tooth35
Tooth36
Tooth37
Tooth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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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3/4)
Correct Answer for a given question ?

전치의 치관이 가질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는?
(BodyRegion whichG IsDivisionOf CrownOfAnteriorTooth.)

Incisal edge
Labial surface
Lingual surface
Proximal surface
Incisal margin
Cervical margin
Distal margin
Mesial margin
Labial margin

Incisal edge
Labial surface
Lingual surface
Proximal surface
Incisal margin
Cervical margin
Distal margin
Mesial margin
Labial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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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4/4)

치수의 파절?
(Fracture which hasLocation PulpTissueOfTooth.)

Correct Composition of built-in Vocabularies?

치수의 염증?
(InflammationProcess which 
hasLocation PulpTissueOfTooth.)

VS

Error message !!!

Accep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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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of Predefined Form For 
Inputting Data

Observation

Body location

Procedure

Electronic dental chat

Observation

Body location

Procedure

Electronic dental chat

DB

Observation

Body location

CORE Model

SDE module

TeS
Observation

Body location

CORE Model

SDE module

TeS

의무기록에 대한
Predefined form 생성

Predefined 
form DB

(MED table)

의무기록
DB

디지털의과학
용어서버

Generation of 
predefined form

DigitallyDigitally--ControlledControlled
Healthcare VocabularyHealthcar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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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안 관련 자료는 한국정
보인증 발표 자료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임 (200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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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의료정보시스템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

2,908

3,423

758

2,565

822

2,541

2,249

0 1,000 2,000 3,000 4,000

무선인터넷가입자:02/12

이동전화가입자:02/12

공인인증서가입자:03/08

유선인터넷이용자:02/06

초고속망가입자:02/06

유선전화가입자:02/06

PC보급수량:01/12

Internet

단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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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정보화의 목표

병원 경영관리
- HIS (Hospital Information Sys)

HRP (Hospital Resource Planning)

입퇴원업무, 진료비 계산, 의료보험 청구

의료기관의 경영관리 중심

진료업무
- OCS (Order Communication Sys.) 
-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진료지원
- PACS (Picture Archiving & Comm. Sys.)
- L

진료업무 및 진료지원 중심

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환자(고객)관리
- CRM (Customer Relationship Mgmt.)
- HKP (Hospital Knowledge Portal) 

원격진료, 사이버병원, 진료정보 공유

의약품 전자거래, e-마켓 플레이스

진료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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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 인증 ⇒ 당사자 입증(Authentication)
전자서명 행위자(서명자)는 전자서명 생성키 소유자

메시지 인증 ⇒ 무결성 보장 (Integrity)
전자서명 생성키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전자서명 생성불가

메시지 인증 ⇒ 부인 봉쇄 (Non-repudiation)
전자서명 생성키 소유자의 전자서명 행위부인 불가

암호화 기술 ⇒ 기밀성 보장(Confidentiality)
암호화 키의 안전한 전달 수단확보

환경 변화와 의료정보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

문문 제제 점점 해해 결결 수수 단단 ((정보보호기술정보보호기술))

본인(신원)확인

내용 위,변조

거래사실 부인

정보누출 위험



2003 아태의료정보학회 57



2003 아태의료정보학회 58

전자서명 기술 전자서명의 생성과 검증

전송전송((보관보관))

Hashing

Hashed
Data

Hashing
전자문서

원문
전자문서

원문

전자서명 값

비밀키
(=생성키)

공개키
(=검증키)

비교
╋

Hashed
Data

Hashed
Data

Encryption
(암호화)

Decryption
(복호화)

전자서명전자서명 생성생성 전자서명전자서명 검증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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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서명 적용 전자의무기록-1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기능

기록작성 및 서명주체: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사,간호사,조산사)

의무기록사, 의료장비 기사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 범위

의무기록의 관리 및 보존책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장=?)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자의 역할=?

전자서명 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기준설정 및 표준화

전자서명의 범위, 형태, 내용(Code화된 데이터의 처리 등)

각종 검사기록 (수치자료 및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취급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인증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의 전자서명 : 개인용 인증서

의무기록 보존,관리 절차상의 전자서명 : 사업자 인증서

※ 의료업무 전용 인증서의 필요성 의료업무 관련기관의 등록기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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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서명 적용 전자의무기록-2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의무기록의 법정 보존기간(2/5/10년)은 IT발전 주기로는 상당한 장기간

관련 기술의 발전과 무관한 지속적인 운용성 확보의 필요성

장기간의 관리, 보존: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이 필수적인 요소

- 의료정보시스템의 Redundancy 확보

- Upgrade시 유의할 사항 : 기존 보유자료에 대한 적합성

- 법정 보존기간중 전자의무기록 내용의 참조 및 전자서명 검증 보장

데이터 백업 및 저장수단에 대한 기준의 구체화 : [규칙(안) 18의2]관련

- 물리적인 기록 매체, 논리적인 기록 단위 등의 표준화

- 시설기준의 필요성 : 대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ASP형 전자의무기록 보존, 관리 대행 업종의 등장 가능성 법,제도

※ 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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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서명 적용 전자의무기록-3

관리, 보존하여야 할 전자문서

Hash

전자서명
(비대칭
암호화)

전자의무기록 원문

- 가변크기

- 서명의 범위

- 서명시점, 주기=?

- 원문 암호화 보존=?

진료기록부
환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증상,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분

……………

서명자
비밀키

101101100111011001…

Certifacate:
Data:
Version 3…
Serial number……
Valid not before…

not after …
…………

전자서명값

- 크기: 1024bit(=172Bytes)

서명자 인증서

- 크기: 1.2 KB

- 통합관리=?

cn= …… , ou= …… ,
ou= licencedCA,
o= KICA ,  c= KR 

서명자 D/N

(식별명)

-300Bytes내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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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상의 전자서명 전자처방전

관련법령: 의료법 18조/18조의2, 시행규칙 15조/18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법 18-①]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처방전)를 포함

의사 또는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처방전을작성하여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법 18의2-①]

약사법에 의하여 의사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법18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10호

지정서식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포함)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규 15-①]

환자의 추가요구시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처방전 송부 가능 [규 1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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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서명 적용 전자처방전

전자처방전에 공인전자서명

전자처방전의 내용 : 처방전 기재사항 + 전자서명 + 전자서명자 인증서(D/N)

전자서명자 :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 치과의사

전자서명의 범위, 형태, 내용 (Code데이터 처리) 등

전자서명의 시점 : 시점확인의 필요성=?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처방전의 작성, 교부, 유통

처방전 : 의무기록의 일부, 외부의 약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특성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기록매체 : 약국(모든약국)의 Infra 고려

전자처방전의 유통: 모든 의료기관 모든 약국(N:M)안전한 전달 수단 확보

- 환자의 요구로 환자가 지정하는 경우, 약국의 공개키를 활용, 암호화

-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유통센터를 경유하는 방안

※ KIOSK에 의한 처방전 발급 및 유통체계 : 검토 및 보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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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서명 적용 전자처방전 외

전자처방전의 검증기능

의료기관 내부 검증기능 및 처방전 발급 주체 : 진료담당 의사 병원

약국에 의한 검증기능 모든 약국의 환경 미비

- 처방전의 발급자, 기재내용 위변조 여부 등

약국의 전자처방전 취급관련 법제도 : 미비

※ 현행 약사법령상 전자처방전 등 전자문서의 취급관련 규정은 없음

보존기간 : 처방전 2년, 조제기록부 5년 [약사법 25조,25조의2,의료법시규18조]

변경, 수정조제 및 대체조제 관련규정 [약사법 23조,23조의2,약사법시행규칙]

- 의사의 동의 및 통보 :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

진단서, 검안서 등 제 증명의 전자문서 발급

현행 의료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

정부문서 및 일반상업문서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을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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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진료와 정보기술

진료 – 하나의 지식 시스템

가장 본질적 대상 – 지금까지와 상의

임상 현장의 생산과정과 직접 관련

해결 과제

진료 정보의 표준화 – HL7 국산화 시도 중

의과학 지식공학 – 현재 프로젝트 추진 중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데이터마이닝 등 원시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 – 구상 중

Pros & Cons

의료를 서비스 이전에 국가 경쟁력 즉 산업으로 인식

선진국 기술과 국내 시장 진입에 대한 대응

해외 시장 개척 적극 모색 – 대기업 참여

삭. 국내 의료 시장 규모 및 거래 구조 취약



공공부문의 의료정보

보건복지부 중심의 행정 전산화 치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 중심 체계

EDI 보험청구

전염병 감시체계, 통합예약시스템, 혈액유통시스템 등

문제점, 한계, 불만

민간의료시스템과 연계 미흡

공공 부문 시스템 기획 기능 부족 (복지부 역량?)

민간 부문 참여 의지 부족

그래도 희망은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중심 전문가 집단 형성

정부는 각종 사업 계획 추진 중 (보안, 표준화 등)

보험청구 정보 등 거대 정보시스템 운영 중

정보기술 – 부실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의 유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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