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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의 검사코드인 LOCAL 코드(Local Code)를 LOINC 코드(Local Laboratory 
Result Code)와 매핑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LOCAL 코드의 매핑 및 입력을 지원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LOCAL 코드를 변환하여 LOINC의 여섯 가지 속성을 
추출한 대응 코드로 생성한다. 추출한 대응코드는 LOINC 코드와 매핑하는 키 값이 된다. 대응코드와 
LOINC 코드의 매핑은 각 속성을 우선순위에 따라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매핑 결과 수에 따라 자동 
매핑되거나, 상 하위 개념을 조합 또는 System 코드를 재검색하는 결과 최소화 단계를 수행한다.  본 연
구에서는 매핑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LOINC 코드로 매핑 하고, 새로운 LOCAL 코드를 LOINC 코드로 입력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LOINC를 활용하여 방대한 진단검사 결과데이
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 기관 간 EMR을 실현하고 구축하는 기반요소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 간 검사 결과의 통합과 호환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검사코드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요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  론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은 

모든 진료과정이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형태로 장되는 

의무기록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무기록의 데이터

화는 환자의 진료, 교육, 연구, 의료 기  등의 측면에서 

정보의 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정보의 통합  

리와 달이 가능하다는 에서 유용하다[1].
   자의무기록은 의사들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각 의

료기 마다 정해진 고유한 LOCAL 코드를 이용하여 검

체, 용기, 단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LOCAL 코드란 각 의료기 마

다 정해진 검사코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방

식은 각 의료기 마다 상이한 검사코드를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기  간 검사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 공유

할 수 없다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표는  검사 데이터의 통합을 하여, 방 한 진단검사 

결과데이터를 표 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 기  간 EMR
을 실 하고 구축하는 기반요소를 마련하는데 있다.

   재,  세계 많은 기 들이 검사코드의 표 화를 

하여, 의학용어를 정의하여 코드화 하고 있으며, 표

인 것으로 LOINC(Local Laboratory Result Code)가 

있다. LOINC는 H7(Health Level Seven)을 통한 자  

의료정보의 표 코드로써,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3]
   LOINC 매핑을 지원하기 한 도구로써, LOINC 코드

의 생성을 지원하는 RELMA(Regenstrief LOINC 
Mapping Assistant Program)가 있다. RELMA 는 

LOINC를 리하는 Regenstriefx Institute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LOINC검색을 통해, 사용자의 매핑을 도와주는 

로그램이다[6]. 그러나, RELMA 시스템은 국내 ․ 외 

의료 구조의 상이성으로 인해, 동일한 검사 코드에 하

여 서로 다른 검체 코드가 매핑되어 의미 왜곡을 래 

할 수 있다는 문제 을 가진다[5]. 이를 해결하기 해, 
[2]에서는 국내 의료 시스템을 고려한 LOCAL 코드

(Local Code)와 LOINC 코드 간의 매핑 방안을 제안하

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LOCAL 코드로부터 LOINC 
코드와 응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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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의미어 사 의 등록의 과정, 문의 검증과정을 걸

쳐 일치하는 LOINC 코드와 매핑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 의 검사코드인 LOCAL 코드

(Local Code)를 LOINC  코드(Local Laboratory Result 
Code)와 매핑하기 한 알고리즘을 구 하고, 이를 기반

으로, LOCAL 코드의 매핑  입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해, 먼 ,  [2]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LOCAL 코드를 변환하여 LOINC의 여

섯 가지 속성을 추출한 응 코드로 생성한다. 추출한 

응코드는 LOINC 코드와 매핑하는 키 값이 되며, 응

코드와 LOINC 코드는 여섯가지 속성을 우선순 에 따라 

비교하여 매핑할 수 있다. 매핑은 반환된 LOINC 코드의 

결과 수에 따라 자동 매핑되거나, 상 하  개념을 조합 

는 System 코드를 재검색하는 결과 최소화 단계를 수

행하며, 최종 으로 문의의 검증을 거쳐 매핑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언 한 매핑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LOINC 코드를 매핑 하고, 새로운 LOCAL 코드를 

LOINC 코드로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LOCAL 코드를 LOINC 코드로 매핑하여, 데이

터의 공유와 호환을 가능하게 한다.   
 LOCAL 코드의 매핑  입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검사코드의 표 화를 한 기반요소를 마련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LOINC 매

핑을 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LOCAL 코드의 응코드 생성을 통한 LOINC 매핑 알고

리즘 구 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

을 이용하여 구 한 시스템에 하여 기술한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LOINC 매핑을 한 기존의 연구들을 소

개한다. 2.1 에서는 LOINC 매핑도구인 RELMA를 소개

하고, 2.2 에서는 국내 LOCAL 코드와 LOINC 매핑을 

한 연구 방안을 설명한다. 
2.1 RELMA(Regenstrief LOINC Mapping Assistant 
Program)
  RElMA는 Regenstriefx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매핑도

구로써, LOINC검색을 통해, 사용자의 매핑을 도와주는 

로그램이다[6]. RElMA는 가능한 많은 LOCAL 코드와 

LOINC의 매핑을 통해, 기존의 LIS(Laboratory 
Information System)내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5]. 그러

나, LOINC와 LOCAL 코드 간 개념차이로 인해, LOINC
에 합한 용어로 별도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을 

가진다.  

2.2 국내 LOCAL 코드와 LOINC 매핑을 한 연구

   국내 LOCAL　코드와 LOINC　매핑을 한 연구[2]에
서는 국내 병원의 LOCAL 코드를 심으로, LOINC 와 

매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LOCAL 코

드로부터 LOINC 코드와 응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

고, 일치하는 LOINC 코드와 매핑한다. 추가 으로 결과 

최소화 과정, 의미어 사 의 등록의 과정, 문의 검증과

정을 통해 최종 매핑이 이루어진다. 상기 과정을 통해, 
 검사 역의 코드( 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 검사, 

분자  세포유  검사, 미생물 검사, 수 의학검사, 핵

의학 검사)를 포함한 2,552 개의 LOCAL 코드  

78.1%(1,871)개의 코드가 RELMA로 매핑 됨을 보인다. 
   그러나, 제한된 의료기 의 LOCAL 코드만을 상으

로 LOINC 코드와 매핑 하 고, 코드간의 매핑을 수기로 

작성하 기 때문에, 다른 LOCAL 코드를 가진 의료기

에 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에서 제안하는 LOCAL 코드와 LOINC 코드의 

매핑방안을 알고리즘으로 구 하고, 이를 기반으로 

LOCAL 코드의 매핑  입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

을 구축한다. 
3. LOINC 매핑 알고리즘의 구

　
　　　본 장에서는 LOINC 매핑을 한 알고리즘 구 에 

해서 설명한다. 3.1 에서는 LOCAL 코드로부터 응코

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해 설명하고, 3.2 에서는 응

코드와 일치하는 LOINC 코드를 매핑 하는 과정에 해 

설명한다. 
3.1 응코드 생성

　
   LOINC 매핑을 해서는, 기존의 LOCAL 코드와 

LOINC의 속성들을 분석하여, 일치하는 LOINC 코드로 

매칭 시켜야 한다.  
   국내 LOCAL 코드의 경우, 검사코드 하나는 하나의 

Analyte, Methd, Property, Scale과 여러 개의 System, 
Time Aspect를 가지고 있다. 약 1000여종의 검사와 

670만 건의 결과를 가지며, 액학, 화학학, 면역학, 미

생물학, 유 자학 등 각 분야 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

진다[2]. 한 검사의 결과 표 방식도 수치 이거나, 단

계 , 설명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표 하는 등 다양한 표

 형식을 가진다. 검체의 경우에도, 다양한 검체 방법과 

여러 용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같은 검체도 용기나 시

간조건,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LOINC 코드는 약 41,000 여개의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6가지 주요 데이터 속성은 Table 1과 같이 표

된다[4]. 하나의 LOCAL 코드는 여러 개의 LOINC 코드

가 연결될 수 있으며, 여섯 가지 속성 ,  하나라도 다

른 값을 가지면,  다른 검사코드가 된다[7].
   LOINC 매핑을 해서는, 기존의 LOCAL 코드에서 

LOINC 코드의 여섯 가지 속성을 추출하여, 응코드로 

변환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 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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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코드의 속성은 LOINC 코드의 속성과 다르기 때

문에, 직  매핑할 수 있는 응코드를 생성하기 함이

다. 
Table 1. LOINC 코드의 여섯 가지 표 속성 

Major6parts Explanation

Analyte/Component The name of the component or analyte 
measured (e.g. glucose, propranolol)

Kind of Property The property observed (e.g. substance 
concentration, mass, volume)

Time Aspect The timing of the measurement (e.g. is it over 
time or momentary)

System The type of sample (e.g. urine, serum)

Scale The scale of measurement (e.g. qualitative vs. 
quantitative)

Method
Where relevant, the method of the 
measurement (e.g. radioimmunoassay, immune 
blo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CAL 코드에서 LOINC의 6
가지 주요 속성(Analyte, Kind of property, Time 
aspect, System, Scale, Method)을 추출하여, 이를 응

코드로 생성한다. 응코드 생성을 한 속성 추출 알고

리즘은 문 인 의학정보가 필요하므로, [2]에서 제안

하는 매핑 방안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구 한다.
   Analyte/Component는 진단 검사 명을 의미하며, 
LOCAL 코드의 Test 속성을 추출하여 생성할 수 있다. 
Kind of Property는 검사의 측정단 로써, LOCAL 코드

의 Unit 속성을 LOINC에서 사용하는 공용 Property로 

변환하여 생성한다. Time Aspect는 측정시간을 의미하

며, 부분의 경우 Specimen 는 Bottle 속성에 Time 
aspect부분에 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시간정보를 포함

하는 문맥을 추출하여 생성할 수 있다. 
   System은 검체 명으로써, LOCAL 코드의 검체 명에 

Blood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자의 경우, Bottle명이 EDTA, Sodium citrate, Plain, 

Heparin, SST, PST에 따라 서로 다른 System 속성 값

을 가지게 된다. Scale은 검사의 보고형태로, 
Quantitative, Narrative scale, Ordinal, Nominal, 
Interpretative scale 등으로 표 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의 부분은 값이 숫자이거나 결과단 가 정량 값을 가

지므로, LOCAL Code의 Help Code 역에 값들로부터 

유추하거나  S.aureus와 같은 특정명사 추출하여 생성 

할 수 있다. Method 속성의 경우, 여섯 가지 기본 속성 

 필수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LOCAL 코드로부터 정확

히 추출되는 경우에만 추출하도록 한다.
3.2 응코드와 LOINC의 매핑

　
   본 연구에서 LOCAL 코드에서 LOINC 코드로의 매핑

은 응코드 생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의 LOCAL코

드는 여러 개의 검체코드와 time aspect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여러 LOINC 코드와 매핑될 수 있다. 따라서, 
LOCAL 코드와 LOINC 코드 간 매핑을 하여, 응코

드를 생성한다. 응코드(Mapping Code)는 그림 1과 같

이 LOCAL 코드(Local Code)와 검체코드(System 

Code)를 연결하여 만들어지며, LOINC 코드와 매핑하기 

한 키 값이 된다. 

그림 1. 응 코드의 생성

   하나의 응코드는 하나의 LOINC에 연결되는데, 하

나의 LOINC에 여러 개의 응코드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핑 이후에도 LOCAL 코드 정보를 장하

여, 응코드의 정보로부터 원래 LOCAL 코드를 다시 추

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응코드는 LOCAL 코드의 각 속성(Analyte, System 
Bottle, Scale, Lab, Methology)을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

하며, 코드별 는 코드들에 한 설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응코드와 LOINC 코드의 매핑은 그림 2와 같은 

구조로 진행되며, 응코드와 LOINC 코드가 완 히 매

핑 되는 경우, 선택  매핑의 경우, 불일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완  매핑의 경우 - 응 코드와 LOINC 코드가 완

히 매핑되는 경우, 해당 코드가 자동 으로 매핑 된다. 
 선택  매핑의 경우 – 응 코드와 LOINC 코드가 여

러 개 매핑 되는 경우, 매핑 가능한 여러 LOINC 에

서 가장 알맞은 것을 수동 으로 선택하여 매핑 한다.
 불일치 매핑의 경우 - 응 코드와 일치하는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우선순 를 가지는 응코

드의 System 코드를 LOINC와 재검색 한다. 응하는  

System 코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코드를 포함하는 상  개념이나 세부 인 하  개념을 

조합하여 재검색한다. 

    그림 2. 응코드와 LOINC 코드의 매핑 구조

   의무기록 데이터의 경우, 동일한 검사 코드에 하여 

서로 다른 검체 코드가 매핑 되면 의미 왜곡을 래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된 LOINC 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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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매핑 결과로, 
2개 이상의 결과가 남은 경우에는 모든 결과를 문의의 

검증 과정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하고, 진단 검사 의학

과 문의가 단하여 매핑 하도록 한다. 
4.  시스템 구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 한 매핑방법을 기반으로, 실

제 LOCAL 코드와 일치하는 LOINC 코드와의 매핑 시스

템을 구축한다. 4.1 에서는 LOINC　매핑 시스템 구  

환경에 해 언 하며, 4.2 에서는 LOINC 매핑을 

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방안에 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2 에서는 구 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GUI)룰 보인다. 
4.1 LOINC　매핑 시스템 구  환경

   본 시스템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5를 이용하

여 도우 환경 하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구 하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MS SQL Sever 2000을 사용하

으며, 자바(Java) 언어를 이용하여 랫폼에 독립 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구 하 다. 
4.2 LOINC 매핑을 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본 연구에서는 LOCAL 매핑을 한 LOCAL 데이터

로써 부산 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역의 LOCAL 코

드 1,141개와 핵의학과 체외검사 역

(Radioimmunoassar, RIA)의 LOCAL 코드 98개에서 묶

음 코드와 정도 리검사용 코드 89개를 제외한 1,150개

의 LOCAL 코드를 상으로 한다. LOINC 데이터로는 

LOINC Version 2.21[3]을 사용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LOCAL 코드의 정보를 변환하여  

응코드를 생성하므로, 이를 한 응코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한다. 응코드 데이터베이스는 LOINC의 여섯 

가지 속성을 추출하여 만들어 진다.

그림 3. LOINC 매핑을 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그림 3은 상기에서 기술한 데이터들로부터 모델링 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테이블 LOINC와 LOINC_ETC
는 LOINC 정보에 한 릴 이션이고, 테이블 LocalCode
는 상기 언 한 병원의 LOCAL 코드 정보에 한 릴

이션이다. 테이블 LocalMapped는 LOINC와 응하는 

응코드 정보에 한 릴 이션이다. 은 각 릴 이션

의 기본키(Primary Key)를 의미한다. 
4.2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LOINC 매핑 시스템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는  LOINC 매핑 GUI와 새로운 LOCAL 
코드를 입력하는 GUI로 구성되어 있다. 
   먼  LOINC 매핑 GUI는 기존의 LOCAL 코드와 

LOINC 코드를 매핑하는 과정에 속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는 엑셀 일로 구성되어있는 LOCAL 코드를 읽어와, 

응코드로 변환하고, 일치하는 LOINC 코드로 매핑 하

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는 LOCAL 코드를 읽

어와 LOINC로 변환한 결과 화면이다. 만약, LOCAL 코

드와 완 히 일치하는 LOIN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

용자가 수동 으로 검색하여 매핑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LOINC 매핑 화면

그림 5. 새로운 코드 입력 화면

  만약, 2개 이상의 매핑 결과가 남은 경우에는 모든 결

과를 문의의 검증 과정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하고, 
진단 검사 의학과 문의가 단하여 매핑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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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5는 새로운 LOCAL 코드 데이터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재, 국내 의료기 에서는 LOINC 코드를 사

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OCAL 코드를 변환하여 

LOINC를 검색하고, 일치하는 LOINC를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기록된 LOCAL 코드는 일치하는 

LOINC 코드 정보와 같이 엑셀로 장하거나, 데이터베

이스에 장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 의 검사코드인 LOCAL 코드

(Local Code)를 LOINC 코드(Local Laboratory Result 
Code)와 매핑하기 한 알고리즘을 구 하고, 이를 기반

으로, LOCAL 코드의 매핑  입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먼 , LOCAL 코드를 

변환하여 LOINC의 여섯 가지 속성을 추출한 응 코드

로 생성하 다. 추출한 응코드는 LOINC 코드와 매핑

하는 키 값이 되며, 응코드와 LOINC 코드를 각 속성

의 우선순 에 따라 비교하여 매핑하 다. 매핑된 결과

가 하나일 경우에는 자동 매핑되며, 결과 값이 없는 경

우, System 코드를 재검색하거나, System 코드의 상 하

 개념을 조합하여 재검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언 한 매핑방안을 기반으로 LOINC 코드를 매핑 하고, 
새로운 LOCAL 코드를 LOINC 코드로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 다. 
   앞으로의 향후 연구로는 검색의 상 하  개념 조합을 

한 라이 러리 생성을 통해, 매핑율을 높인다. 한, 
재 구 상인 LOCAL 코드뿐 만 아니라, 다양한 체계

의 LOCAL 코드를 가진 검사실을 상으로  자동 매핑 

시스템을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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