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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의료정보 리를 한 퇴원분석 교육 로그램 개발

최

The Development of Discharge Analysis Educational Program on NCS-Based
for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Joon-Young Cho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의료정보 리 직무수행을 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학습자의 실무지식을 이해할 수 있

는 로그램을 제작하 다. 이 로그램은 의무기록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장한 후 의무기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교육용 로그램이다. 의무기록의 내용이 다양하고 의무기록의 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용 데이터의 표 을 해 퇴원분석 로그램에 의무기록의 내용을 요약하고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로그램

을 사용하여 의료정보 리 NCS 능력단  요소인 의료용어 DB, 의료용어 련 DB, 진료 련 DB를 구축하고 리할 

수 있다. 다음은 로그램 운 을 통해 학습 할 수있는 내용이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해하여 의료정

보 DB 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퇴원분석 로그램에 입력하는 진단코드  의료행 코드의 구조와 기

능을 이해할 수 있다. 한 퇴원분석 로그램에서 입력된 진단코드  의료행 코드들을 각 필드별로 검색하고 분석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출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의료정보 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의무기록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생

성함으로써 의료정보 리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It developed a program to carry out the training courses for NCS base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tasks and to can understand the 

practical working knowledge of learners. This program i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generate medical information by analyzing data of medical 

records after generating and storing data of medical records. Because the contents of the medical records vary and there are quantitative differences in the 

medical records, the contents of the medical records can be summarized and stored in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for the standard of educational data. 

The medical terminology DB, medical terminology related DB, medical care related DB by the NCS ability unit element  can be constructed and managed 

using the program. The following are the contents that can be learned through operation of the program. first,  it's can  understand Medical information DB 

management regulations  through understanding sturucture of database. Second, it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diagnostic code and 

medical practice code that are input to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The diagnostic codes and medical practice codes entered in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can be searched and analyzed by each fields. Third, It can be advance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ability by inputting and extracting data 

and generating medical information. In this study, It developed program that Students can  be obtained Knowledge of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improved management  competency by generate and analyze medical record data using discharge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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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과 

염병의 방, 의료비의 감,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활용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 의료기

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상측면에서는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한 연구  개발을 해 활용할 수 있

으며, 의료기 의 운 측면에서는 경 을 한 의사결

정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2]. 이에 해서 미국의무기

록 회에서는 의무기록사가 의료정보 리자의 새로운 

역할로 의료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제

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하 다. 의료정보 리를 

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하며, 데이터베이스

의 활용능력과 통계분석능력을 갖추고 각종 정보를 생

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3]. 하지만 

부분의 학에서는 의무기록사의 자격과 면허취득을 

한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의료정보 리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4]. 그 기 때문

에 의료정보 분야 산업체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과 

의료정보 분야 산업체 장 실무의 내용이 다르거나 

수 에 미치지 못하여 의료정보 분야 산업체 장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 산업체의 실무 장에서 단

기간에 실무에 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학에

서 갖춘다면 산업체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어 만

족할 수 있을 것이다[6]. 이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NCS 

직무명도 의료정보 리로 변경이 되었으며, 의료정보를 

리할 수 있는 능력 주의 능력단 가 개발되었다. 하

지만 의료정보 리 NCS 직무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 하는 부분의 학에서 기존에 병원에서 진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정보시스템은 도입을 했지만 

의료정보 DB 리 능력단 를 수행할 수 있는 실습 

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며, 의무기록사를 양성하는 

부분의 학 교육이 국시 주의 교재  문제 풀이 

교육으로 학생들의 의료정보 리 실무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사의 

NCS 직무에서 의료정보 DB 리 능력단 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용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이 의무

기록의 데이터를 직  발생시키고 발생된 데이터를 분

석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해 으로써 의료정보 리에 

한 실무지식을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의무기록사 직무 수행을 

한 의료정보 리에 해당하는 능력단 의 학습을 수

행하기 하여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학습자가 의료

정보 리에 해당하는 능력단 의 수행 거 내용을 이

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용 의료정보 리 로그

램을 개발하 으며, 로그램을 통하여 입력한 데이터

를 분석하여 진료정보를 제공하기 한 의료정보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에 한 알고

리즘은 [Fig. 1]과 같다. 교육용 의료정보 리 로그램

은 vb.Net으로 개발하 으며, 데이터베이스는 학습자가 

데이터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악할 수 있는 

ACCESS의 Database를 이용하 다. 본 로그램을 운

하기 한 련테이블은 [Fig. 2]과 같으며, 의료정보

리 교육 로그램에서 의료데이터를 가장 많이 발생 

 장되는 데이터의 주요 참조테이블의 계도는 

[Fig. 3]와 같다. 

그림 1. 의료정보 리 교육 로그램 개발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for developing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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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의무기록사 직무 수행을 

한 의료정보 리에 해당하는 능력단 의 학습을 수

행하기 하여 로그램 [Fig 4]을 개발하 다. 

그림 2. 의료정보 리 교육 로그램 련 테이블 
Fig. 2 Reference tables of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그림 3. 퇴원분석 테이블의 개체- 계 다이어그램
Fig. 3 Entity-relationship diagram of discharge 

tables

그림 4. 의료정보 리 로그램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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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료정보 리를 한 퇴원분석 로그램
Fig. 5 Discharge analysis program for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그림 6. 의료정보 리를 한 데이터 분석 
로그램

Fig. 6 Data analysis program for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NCS 직무 의료정보 리의 능력단 인 의료정보 

DB 리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련된 DB를 일 성 있게 공통된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종류별로 

정해진 지침과 차에 따라 지속 으로 정확하게 유

지  리하는 능력이다[7]. 이러한 의료정보 리 교

육을 해서는 의무기록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입

력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하는 실

습과정이 필요하다. 재 부분 의무기록사들의 실습

이 의무기록의 내역을 분석하여 주진단 선정  질

병·의료행  분류를 하는 것이었다. 의료정보 리를 

해서는 의무기록의 내역을 분석하여 주진단 선정 

 질병·의료행  분류를 시행한 후 분석된 내역과 

선정된 주진단의 질병·의료행  코드를 퇴원분석 

로그램에 해당 항목별로 입력한다. 퇴원분석 로그램

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를  

SQL(stuructured query language)로 직  분석  필

요한 자료를 추출해본다. 이와 같이 의무기록의 내용

을 분석하고 퇴원요약하여 퇴원분석 로그램에 자료

를 입력한 후 입력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Fig 

6]과 같이 진료  다양한 분야의 의료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7. 의료정보 리를 한 퇴원분석 로그램 
차 

Fig. 7 Procedures of discharge analysis program for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NCS 직무 의료정보 리에서 의료정보 DB 리의 

능력단 요소는 첫 번째 의료정보 DB 리규정 만들

기이다. 이에 한 학습목표는 의료정보 리규정에 따

라 의료정보 용어 DB 생성 원칙을 정하고 의료정보 

용어 DB, 마스터 테이블 상호간 계, 항목별 속성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력(Version)에 한 리 규정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학습목표를 수행하기 

하여 의료정보 리와 련된 법률과 해당기 의 

련 규정과 지침 그리고 의료정보 용어의 종류별 구성

과 내용, 표 용어와 련 임상 지식, 국제 인 분류

체계  코딩에 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정보 리규정에 따라 의료정보 DB 마스터 상호

간 계, 항목별 속성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7]. 이

에 따라 [Table. 1]과 같이 교육용 퇴원분석 로그램

에서 진단과 의료행 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용어

체계를 마련하고, 퇴원분석 DB의 마스터 테이블과 

로그램에 입력되는 진단과 의료행 코드 테이블이 상

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항목별 속성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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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료정보 DB 리규정 만들기
Table 1. Making medical information database 

management policy

Competency unit name [0601011401_14v1.1]

Manage Medical information database 

Compete

ncy unit 

element

Making medical information Database 
management policy [0601011401_14v1.1]

Program 

operation

Establish a terminology system for 

entering diagnostic and medical behavior 
codes in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Define the attributes for each item so that 

the master table of the discharge analysis 
DB and the diagnosis and medical 

treatment code table can be linked with 

each other.

그림 8. 의료정보 리를 한 퇴원분석 테이블 
차

Fig. 8 Procedures of discharge analysis tables for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두 번째는 의료용어 DB 구축/ 리하기이다. 이에 

한 학습목표는 의료정보 리 규정에 따라 의료용어 

리시스템을 개발  리하고, 질병용어 DB, 의료

행 용어, 간호용어, 검사용어, 상용어, 증상용어, 의

약품용어 DB를 구축  리할 수 있으며, 의료용어 

DB와 마스터 테이블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에 따라 [Table. 2]와 같이 교육용 퇴원분석 

로그램에 입력되는 진단  의료행 코드를 데이터베

이스의 테이블로 생성하고 퇴원분석 로그램으로 코

드를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 DB를 구

축한다. 퇴원분석 로그램에 사용되는 테이블의 계

도는 [Fig. 7]과 같다. 

 

표 2. 퇴원분석 로그램에 의한 의료용어 DB 구축 
 리하기

Table 2. Build and manage medical terminology 
Database by discharge analysis program

Competency unit name [0601011401_14v1.1]
Manage Medical information database 

Compete
ncy unit 

element

Build and manage medical terminology 

Database [0601011401_14v1.2]

Program 

operation

A medical terminology DB is built so 

that medical term can be searched and 

input in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Diagnostic codes and medical care codes 

entered into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are extracted and a medical 
term database is built.

세 번째는 의료 련 용어 DB 구축/ 리하기이다. 

이에 한 학습목표는 의료정보 리 규정에 따라 의

료 련용어 리시스템을 개발  리하고, 의료통계 

용어 DB, 의료서식용어 DB, 보건의료용어 DB, 진료

용 그림 DB, 의학약어 DB를 구축  리할 수 있으

며, 의료 련용어 DB와 마스터 테이블의 기능을 개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Table. 3]과 같이 교

육용 퇴원분석 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

여 데이터항목이 코드로 생성되어 있거나 자주 사용

하는 내용을 코드화하여 상용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추가 인 용어 테이블을 생성함으로써 퇴원분석 

마스터 테이블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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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퇴원분석 로그램에 의한 의료 련 용어 DB 
구축  리

Table 3. Build and manage medical terminology 
related Database by discharge analysis program

Competency unit name [0601011401_14v1.1]

Manage Medical information database 

Competency 

unit element

Build and manage medical 

terminology Database

[0601011401_14v1.3]

Program 

operation

Analyze the terms entered in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and build 

a medical DB.

Analyze frequently used terms and 

build medical terminology database

네 번째는 진료 련 DB 구축  리하기이다. 이

에 한 학습목표는 의료정보 리규정에 따라 진료

련 DB 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정보 생성자 

DB, 입·퇴원진료요약 DB, 원사인 DB, 외래진료요약 

DB의 구축  리할 수 있으며, 진료 련용어 DB, 

마스터 테이블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Table. 4]와 같이 교육용 퇴원분석 

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퇴원요약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정보생성자의 DB를 생성하고 입·퇴원내역과 수

술· 과· 진·진단명,의료행 명 등의 내역을 추출하

여 진료 련 DB를 생성  조회할 수 있다. 한 치

료결과의 사망자에 한 진단명을 분석하여 원사인 

DB를 생성할 수 있으며, 퇴원분석 로그램의 데이터 

입력  조회를 통하여 마스터 테이블의 기능이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NCS 직무의 의료정보

리를 수행하기 하여 퇴원분석 로그램과 데이터 

분석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료정보 DB 리 능력단 에 속하는 의료정보 DB 

리규정 만들기, 의료용어 DB 구축/ 리하기, 의료

련 용어 DB 구축/ 리하기, 진료 련 DB 구축/

리하기의 능력단 요소를 [Fig. 8]과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퇴원분석 로그램에 의한 진료 련 DB 구축 
 리

Table 4. Build and manage medical care DB by 
discharge analysis program

Competency unit name [0601011401_14v1.1]

Manage Medical information database 

Compete
ncy unit 

element

Build and manage medical terminology 
Database

[0601011401_14v1.4]

Program 

operation

The discharge analysis database is 
created by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Build  the DB of  medical information 
generator  that uses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The hospitalization/ operation/ transfer/ 
consultation/ diagnosis/ medical action

content is extracted from the discharge 

analysis DB to build a medical care DB
Analyze the diagnosis name of deaths at 

the treatment results of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 Build the 
underlying cause of death DB

Through the data input and retrieval of 

the discharge analysis program, we can 
find ways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master table.

그림 8. NCS 기반 의료정보 리를 한 퇴원분석 
로그램 차 

Fig. 8 Procedures of Discharge analysis program for 
NCS-base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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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의료정보 리 직무수행

을 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학습자의 실무지식에 

한 이해력 향상을 지원하며, 의료정보 리 NCS 능

력단  요소인 의료용어 DB, 의료용어 련 DB, 진

료 련 DB를 구축하고 리하는 수행 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장한 

후 의무기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교육용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의무기록의 

내용이 다양하고 의무기록의 양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데이터의 표 을 해 퇴원분석 로그램에 의무

기록의 내용을 요약하여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장된 의무기록의 내역을 데이터분석 로그램을 통하

여 마스터 테이블과 련 테이블들의 구조를 악할 

수 있으며 SQL(Structure Qeury Language)을 사용

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 다. 로그램의 운

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의료정보 리의 

능력단 요소 따라 첫 번째 의료정보 DB 리규정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퇴원분석 로그램

에 입력할 진단코드  의료행 코드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각종 의료 련 용어들의 구축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 퇴원분석 로그램에서 입력된 진단코

드  의료행 코드들을 환자별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퇴원분석 로그램을 통하여 입력된 

환자의 의무기록을 데이터분석 로그램을 통하여 검

색하고 특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직  추출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의료정보 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의무기록사를 양성하는 부분의 학 

교육이 국시 주의 교재  문제 풀이 교육으로 학

생들의 의료정보 리 실무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의무기록의 

데이터를 직  발생시키고 발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해 으로써 의료정보 리에 한 실

무지식을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하지만 교육용 로그램은 학습 수행과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로그램은 평가에 한 부분

이 평가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  결과를 분석하도

록 되어 있어서 평가자의 의료정보 리 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에 학습자

들의 실무교육에 한 평가를 NCS 기반에 의한 의료

정보 리 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으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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