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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와 의료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병원, 보험회사, 개인사용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헬스케
어 데이터를 각 기관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데이터를
설계 정의한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헬스케어 센서 측정 값, 상호 작용을 위한 데이터의 속
성을 정의한 메타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로 구성되고 REST 기반의 JSON 메시지로 전송한
다. 제안된 REST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설계 및 전송의 테스트를 위해 헬스케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메타데이터로 검증,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헬스케어 웹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한
다.
키워드

헬스케어, REST, EHR, 헬스케어 웹 서비스 플랫폼
Ⅰ. 서 론

최근 의료 기술과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원격에서 측정하여
사전에 예방, 진단, 치료, 관리 하는 의료서
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한 기관이 아닌 병원,
보험회사, 개인사용자 등 다양한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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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를 교환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정
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며 교환된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데이터 통신
의 상호작용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질적인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헬스케어 데이터 속성을 메타데이터로 정의
하고 측정된 헬스케어 데이터와 연동한다[1]
[2].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질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REST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전
송 기법을 설계·구현한다. 헬스케어 데이터
는 헬스케어 센서 측정 값, 상호 작용을 위
한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한 메타데이터, 사
용자 데이터로 구성되고 REST 기반의 JSON
메시지로 전송한다. 제안된 REST 기반 헬스
케어 데이터 설계 및 전송의 테스트를 위해
헬스케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메타데이터로
검증,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실시간 웹 서비
스 플랫폼을 구현한다. 헬스케어 웹 서비스
플랫폼은 Spr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MySQL을 사용
하여 구현한다.
Ⅱ. 헬스 케어 데이터와 REST

2.1 헬스 케어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는 한 기관이 아닌 병원,
보험 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의료정보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관
대 기관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내
용이 포함된다. 규모가 큰 기관인 경우 환자
기록 데이터가 100만개이상 달하는 많은 데
이터를 관리하지만 각 데이터의 속성은 표
준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의미론적으로
일관성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별의 경우도 성, 성별,

등 다양하게 표기하며 항목 값의
부호화(예: 남/녀, M/F, m/f 등) 원칙에 일관
성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3]. 또한 영상 및
스트리밍 데이터의 경우 용량의 크기는 방
대하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다양
하고 이질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한다. 의료데이터의 속성, 제약, 용어의 표현
을 표준화한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검증
과 질의의 용이성을 위해 데이터의 타입형
태로 그룹화한 ‘템플릿’으로 데이터를 구
분한다.
sex, gender

2.2 REST

서
비스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사용하여 자원을 관리 기술하고 연결하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
와 서버의 형식에 상관없이 HTTP 프로토콜
만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GET, POST, PUT,
DELETE 메소드로 자원을 관리 할 수 있다
REST(REpresentaional State Transfer)

[4].

서비스는 표준데이터 포맷인 XML/J
SON을 사용하여 확장성이나 호환성이 있으
며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의료진, 보험회
사, 사용자 등이 직접 접근이 가능하여 사용
하기 편리하다.
REST

Ⅲ.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3.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설계 구현된 헬스
케어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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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혈액검사 결과의 항목

혈액검사>
항목
정상
<

그림 1.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성도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와 기관에 헬스케어 데이터를 제공하
기 위한 REST API Service와 헬스케어 데이
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
이터베이스, 이벤트 처리를 위한 분석과 모
니터링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전송은
표준데이터 포맷인 JSON 형식을 사용하여
HTTP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한다. 다양한 사
용자와 기관에서는 그림 1의 헬스케어 데이
터 전송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헬스케어 데
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 및 모
니터링이 가능하다.

3.2 헬스케어 데이터 구성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전송 시나리오를
위해 혈액검사의 헬스케어 데이터와 메타데
이터를 전송하여 저장하고 모니터링 하였다.
표 1은 혈액검사 결과 항목의 일부분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메타데이터는 혈액
검사의 각 항목들의 이질적인 부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전문용어

남
여

적혈구응적률

39-50 %( )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철분
철분결합력
췌장검사

13-16.5 g/dl( )

Hematocrit

36-47 %( )

남
여
4,500-10,000 개/mm
12-15.5 g/dl( )

2

3

130-40 * 10 /mm
230 mg/dl

3

이하

Hemoglobin
WBC
Platelet
Tcholesterol

40-150 mg/dl

TG

35-50 mg/dl( )

HDL-

45-65 mg/dl( )

cholesterol

남
여
130 mg/dl 이하

LDLcholesterol

50-130μg/dl

IRON

280-400 μg/dl

TIBC

30-110 U/l

Amylase

표2 는 본 시스템에서 적용한 메타데이터
의 속성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전문용어에
대한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와
전문가(의료직업종사자)에게 보여지는 데이
터를 구분 할 수 있게 하였고, 정상범위와
윈도우 속성을 추가하여 이벤트를 보다 효
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2. 메타데이터 속성
<meta_data>
meta_id
name
medicalName
unit
M_NormalLow
M_NormalHigh
F_NormalLow
F_NormalHigh
NormalCheck
WindowLow
WindowHigh

Metadata
Metadata

식별 번호
이름

전문용어
단위
정상범위 최소값(남)
정상범위 최대값(남)
정상범위 최소값(여)
정상범위 최대값(여)
음성/양성 판단 기준치
윈도우 최소값
윈도우 최대값

표 3은 혈액검사 결과 중 혈색소 항목을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고하여 적용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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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현

표 3. 혈색소 예

적혈구응적률

<
>
meta_id
name
medicalName
unit
M_NormalLow
M_NormalHigh
F_NormalLow
F_NormalHigh
NormalCheck
WindowLow
WindowHigh

본 논문의 REST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아파치 소프
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Spring
Framework의 서브 프로젝트인 Spring Boot
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MyS
QL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36

혈색소(헤모글로빈)
hemoglobin
g/dl
13
16.5
13
15.5
null
0
50

3.3 REST 기반 전송

기반으로 자원을 표시하는 REST API
는 표 3과 같이 사용자 정보를 표현하는 [/u
sers] URL 형식과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
URI

metadata/{measurement_id}/{templete_id}/{met
a_id}] URL

형식으로 설계하였다.

표 3. 사용자 정보와 메타데이터 자원
URI
/users?loginID
/Metadata
/{measurement_id}
/{templete_id}
/{meta_id}

Get

Post

Put

그림 2.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조

4.2 테스트

Delete

return create update remove
user

user

user

user

return create update remove
meta

meta

meta

meta

data

data

data

data

요청의 경우 사용자 정보의 URL는
각 사용자의 loginID를 파라미터 값으로 전
송하면 JSON 형식으로 반환한다. 메타데이
터의 경우 measurement_id와 templete_id는
검사형태의 질의를 위한 식별번호를 의미하
고 meta_id는 메타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Get

Ⅳ. 구현 및 테스트

그림 3. 사용자 정보와 메타데이터 자원에
대한 요청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자원과 혈액검사
항 목 중 혈색소에 대한 메타데이터 자원을
정상적으로 JSON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을
그림 3과 같이 확인하였다. 그림 4는 메타데
이터 요청에 대한 반환 값을 실제로 측정한
특정 인물의 혈액검사 데이터에 적용하여 H
ighchart(Area Charts)를 통해 정상여부 판
단 및 단위, 의학용어, 측정날짜 등을 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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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병원, 보험회사, 개인 사용
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질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REST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기법을 설
계 제안 하였다.
Spr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인 MySQL에 실제 혈액검사 데
이터를 저장하고 JSON형식으로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웹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하고 테스트하였다.
본 논문의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기관은 REST 웹서비스를 통해
직접 모니터링, 관리 및 복제, 데이터 분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을 위
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전자건강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데이터를 수
집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확장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그림 4. 메타데이터 기반 혈액검사
분석 및 모니터링
혈액검사의 경우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정상범위와 단위가 서로 다르지만
실제 측정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구분하고
메타데이터의 항목들을 JSON 형식으로 반
환받아 적용하였다. 즉, 다양한 검사항목을
보다 손쉽게 표현하고 각각의 정상범위를
기준으로 정상여부 판단 및 건강에 대한 경
고조치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1] Yang Li, Chao Wu, Li Guo, Chun-H
siang Lee, Yike Guo. "WikiHealth:A
Big Data Platform for Health Sensor
Data Management", Cloud Computi
ng Applications for Quality Health
Care Delivery, IGI Global, 2014
[2] A.Bahga, V.K.Madisetti, "A Cloud-bas
ed Approach for Interoperable Electr
onic Health Records (EHRs)", IEEE J
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
ormatics, Vo.17, No.5,p.894 906, Sep
t. 2013
[3]
,
,
,
,
,
,
,
,
“

–
박유랑 김혜현 안은양 김형희 김주
한 박래웅 박동균 정은영 김주한
임상문서 정보교류 시스템의 의미론
적 상호운용성 확립을 위한 메타데이
터 국제표준 적용방안“, 대한의사협회
지 2012, vol.55, no.8, 통권 631호 pp.

729-740
[4] R.T. Fielding, "Architectural Styles an
d the Design of Network-based Soft
ware Architectures", Doctoral disserta
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