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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몽골은 현재 국민에 대한 의료 평등이 잘 되어있지 않다. 몽골의 의료 기관은 1,2,3차 기관 세 종류가 있는데 1차는 기본기관, 
2,3차는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도시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권 외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매

우 힘들다. 게다가 해외 의료 기관들도 모두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진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 'M-LIMS' 이다. 'M-LIMS‘는 기본적으로 이동식 병원이다. 'M-LIMS'에
서는 환자 진료를 위한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환자 관리를 위한 환자용 차트 작성이다. 두 번째로는 환자들의 

진료 상황을 볼 수 있는 리스트 검색 및 공유 기능이다. 세 번째로는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규격화 된 차트로 변환하는 

차트 작성 기능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차량 내 의사뿐이 아닌 다른 의사도 진료에 참여 할 수 있는 원격 진료 기능이다. 이렇

듯 'M-LIMS'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몽골의 의료 평등에 한 걸음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키워드: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몽골(Mongolia), 의료(medical treatment), 이동성
(mobility), 원격의료(Telemedicine)

I. 서 론

현재 한국에서는 몽골에 대한 의료지원 관심이 높고, 의료 봉사

가 한창이다. 하지만 의료지원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

고, 의료 봉사는 짧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의료지원에 대한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에만 집중된 의료지원이 아닌 전국적으로 

최대한 평등한 의료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지원용 시스템 

LIMS(여기서는 ‘M-LIMS‘라고 한다)를 소개한다.
첫 번째로 몽골의 의료 현황, 의료 체계 분석, 문제점 및 보완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M-LIMS'의 기본 프로세스 설계 및 기능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M-LIMS'의 활용 계획을 제안한다.

1.1 몽골 소개

수  도 울란바토르

면  적 1,567,000㎢

언  어 몽골어

인  구 3,226,516명

기  후 건성냉대기후

1인당 GDP US$ 3,880(2013년)

표 1. 몽골 정보

table 1. Mongolian Information

몽골은 인구 약 300만의 작은 나라이다. 수도는 울란바토르이

며 면적은 한국의 약 7배 정도 된다. 경제순위로는 152위이며 1인

당GDP는 US$ 3,8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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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n Bator 1,162,000명 (infomongolia.com. 2010(인구 명))

국내 의료기관 해외 의료기관

● 키스유성형외과

● 서울의과학연구소

● 카톨릭대학교

● 뉴욕연세치과

● 대전선병원

● 연세의료원

● Intermational    

   SOS

● simgapore      

표 3. 울란바토르 내 해외 의료기관

table 3. Foreign institutions in Ulaanbaatar

구분 도시 농촌

의료기관
FGP

(1990년대 후반 이후)

소움/인터소움병원:

Baghs의 준의사 네트워크가 

가미됨

민간

 vs 공공

민간에 의한 

운영(민간위탁 운영)
공공

서비스

외래환자 진료, 임산부 

진료, 

필수 의약품 처방, 

정밀검사 재검토,

방문진료, 치료의뢰,

기초 응급조치 등

FGP의 서비스보다 범위가 

넓음.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간단한 수술 

환자의 이송 및 입원치료,

준의사 방몬진료, 24시간 

운영

시설 및 

인원

3 ~ 6명의 주치의

의사 1인당 간소하 1명

지역사회에 설치됨

15 ~ 30병상

0 ~ 3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

(2007년 기준 7개의 소움에 

의사x)

자금조달

/지급체계

관할 구역의 등록 인구에 

기초한 주정부 예산
주정부 예산

이용률 71.82% 낮은 이용률

표 2. 몽골의 1차 의료기관 진단 체계

table 2. Mongolia's primary medical diagnosis system

1.2 몽골의 의료 현황

몽골의 의료기관은 크게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차 의료 기관과 

전문기관인 2/3차 의료기관,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다. 
1차 의료기관은 의뢰시스템을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1차 진료서비스는 우선적인 건강문제

의 해결을 위한 필수 의료서

비스의 핵심요소로 생각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

관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면, 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2,3차 의료기관은 전문기관으로 칭하며 거의 대부분이 울란바

토르에 집중되어있다. 2,3차 의료 기관에는 지역병원, 산부인과병

원, 개별전문병원, 국유병원, 민간병원 등이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이다. 2007년부터는 민간병원도 승인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사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접근성을 높인 곳이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2.1 국내 사례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SafeQ)

SafeQ는 농약, 중금속, 생물독소, 병원성미생물등의 유해물질

을 검정하는 농산물안정성 검정시스템이다.

그림 1. SafeQ의 적용 영역

Fig. 1. The range of SafeQ

 

SafeQ는 04년까지 Web 기반 농산물안정성 분석실정보관리시

스템(LIMS) 개발 및 고도화, 114개의 분석실을 연동 했으며

2005년에는 세계 최초 무방문 원스톱 안전성검정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였다. 또한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 등 

사용자를 고려한 시스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III.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M-LIMS'를 적용하려하는 몽골

의 의료체계 문제점 및 보완, 기본 설계와 기능, 활용 계획에 대해

서 말하려 한다.

3.1 몽골 의료체계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로는 도시/농촌 간 의료 혜택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도시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FGP (Family Group Service)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소움병원 또

는 인터소움병원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 병원

들과 비교 시 낮은 수용능력과 서비스 수준, 그리고 지리적인 장벽

과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두 번째 문제로는 전문 병원들의 수도 집중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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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모병원 ● 서울송도병원
   Medical 

   Group Limited

2차 및 3차 전문 기관들은 거의 울란바토르에 밀집되어 있다. 
다른 도시 및 농촌에는 2,3차 전문기관이 거의 없다. 그리고 몽골

로 들어온 한국 및 해외 의료기관들도 모두 울란바토르에 있는 상

황이다. 그러다 보니 질적 서비스 측면에서 울란바토르와 그 외 지

역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2 보완

그렇다면 수도와 그 외 지역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

인가? 장비를 탑재한 이동식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림 2. 이동식 병원 차량 (바이오뱅크(주) 이동병원)

Fig 2. Mobile hospital vehicles

 (biobank Inc. Mobile Hospital)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이동식 병원을 통하여 몽

골 전 지역에 의료 평준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몽골 국민들의 

주요 질병 및 사망 원인을 분석하여 이동식 병원에 그에 맞춘 장

비들을 탑재하는 것이다.

순 위 질 환 환자수

1 호흡기  질환 972.86명

2 소화기  질환 839.45명

3 비뇨생식기  질환 772.60명

4 순환기  질환 645.63명

5 상해  및 약물 중독 422.44명

표 4. 몽골 국민 질병 및 사망 원인

table 4. cause of illness and death, the people of

 Mongolia

  

모델 용도
크기(W*L*H)

(mm)

NET-3000D 귀,코,목 동시 치료 1773*667*829

NET-1500A 전동  체어 740*600*1340

NET-280B 영상진단장비 210*230*220 

표 5. 이비인후과 주요 장비 이름과 크기

Table 5. Name and size of major equipment ENT

 

그림 3. 이비인후과 진료용 장비(예제)

  Fig 3.  ENT medical equipment(sample)

표1처럼 현재 1위는 호흡기 질환이다.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핵, 감기, 기침 등이 있다. 질환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2는 호흡기 질환에만 필요한 주요 진료장비들이다. 실제 병원

에서도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즈와 개수가 다를 뿐

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동식 병원들의 장비를 지원해 줄 소프트

웨어이다. 장비만 있어도 진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내원했을 때 환자의 병에 대한 데이터도 없

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날짜별 환자들의 질병 데이터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유행할 질병들에 대해서 측정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질병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3 M-LIMS의 기능

M-LIMS의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3.3.1 환자용 차트 작성

그림 4. 환자 차트

Fig 4. Patient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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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차트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성한다. 차트를 작성할 

때 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를 입력한다.차트를 다 작성한 후에는 

통신 여부에 따라 서버에 전송하거나 Local Database에 저장해놓

는다. 서버에 올린 차트는 다른 의사들이 열람 및 공유가 가능하다.

3.3.2 환자 내원 리스트 검색 및 공유

그림 5. 환자 내원 목록

Fig 5. List of patients admitted

 
서버에 있는 올라와있는 내원 환자들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날짜, 이름, 병명 등으로 검색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서버에 올라

온 차트는 다른 의사가 열람이 가능하다. 클릭 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3.3.3 데이터 통계 

내원한 환자들의 차트를 규격화 된 차트로 변경이 가능하다. 내
원 환자들의 데이터를 조건에 따른 통계 데이터로 바꾸고 그래프

로 가시화 한다.

  3.3.4 원격 진료

내원한 환자를 차량 내부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를 진

료한다.

그림 6 . 화상 통신을 통한 원격 진료

Fig  6.  Telemedicine via video communication

  

위성 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의사와 화상 통신으로 환자가 진료

를 받을 수 있다. 화상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구

할 수도 있고, 합동 진료를 할 수 있다.

3.4 활용 계획

그림 7. 몽골의 인구 분포

Fig 7. The population of Mongolia 

몽골에서 수도 울란바토르를 제외하고 인구가 10만이 넘는 곳

은 4곳이다. 인구가 많은 행정 구역을 위주로 구역당 3대 정도를 

시범 운행한다. 시범 운행 테스트 후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 

수가 높은 곳부터 운행을 추가한다.

IV. 결 론

현재 몽골의 의료 체계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사

는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도시 외 지역, 즉 농촌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매우 힘든 형편이다. 거기다가 해외에서 들어온 의료 기관

들은 울란바토르에 몰려있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 국민들에게는 

더욱 더 큰 의료 서비스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M-LIMS'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다. 이동식 병원을 운영하여 그 안에서 진

료를 받고 진료 차트는 다른 의사들끼리 공유하여 어떤 환자들이 

내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환자들의 데이터를 규격화 된 차트

로 만들어 지금 당장 치료보다 앞으로의 질병들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M-LIMS‘의 도입으로 몽골 국민들의 의료 평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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