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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정보 교환 국제 표준인 HL7의 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버전 사이의 호환성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객체 지향적 구조에 기반한 HL7 파서(Parser)의 구조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수천 
개의 HL7 메시지 및 구성요소를 처리할 수 있는 HL7 파서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현된 파서의 기능 변경 시 수천 개의 파일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전 상호 호환 가능한 HL7 파서의 설계에 따라 HL7 파서를 효과적
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 따라 HL7 파서를 구현하고, HL7 메시지의 버전 간 
변환 테스트를 수행하여 개발한 파서의 효용성을 확인한다.

주제어: HL7 V2, 버전 호환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HL7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Class File Maker

1. 서론

이 기종 의료정보 시스템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정

보전송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L7(Health Level 

7)[1-3]은 구조가 복잡하여 소프트웨어 파서(Parser)[2]

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HL7이 개념적으로는 다

양한 버전(V2.1~V2.8) 사이의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L7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개

발된 기존의 소프트웨어 파서들은 HL7의 버전 간 상호운

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HL7 메시지의 버전 간 상호 변

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파서를 이용하여 메시

지 간의 변환 모듈을 새롭게 개발해야만 한다[3].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연구[4-6]에서는 HL7에 

정의된 버전 호환성 요구사항[3]에 따라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 및 상위 버전과의 호환

성(Forward Compatibility)을 보장하는 객체지향 프로그

래밍(OOP: Object-Oriented Programming)의 개념에 기반

한 HL7 파서의 구조를 설계하였고, ADT_A01 메시지를 대

상으로 파서를 구현하여 HL7 메시지의 버전 별 상호 변

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HL7 메시지의 종류는 

200여개에 달하며, HL7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Segment 

및 Component)의 종류 또한 200개가 넘는다. 따라서 이

전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에 따라 파서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OP의 개념에 기반하여 설계된 버전 간 

상호변환 가능한 HL7 파서를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에 따라 8가지 버전의 

HL7 파서를 구현한다.

2. HL7 파서 개발 도구

OOP의 상속 개념에 기반한 파서의 구조[4-6]는 그림 1

과 같이 HL7 메시지의 상위 버전의 객체를 하위 버전의 

객체가 상속하는 형태이다. 또한 연구 [6]에서는 HL7 메

시지를 처리할 때, 원본 메시지의 버전에 해당하는 객체

로부터 변환하고자 하는 버전의 객체까지 순차적으로 구

성 요소의 형태를 변환하거나 값을 변환하여 메시지를 

처리하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상위

버전(V2.4)의 ADT_A01 메시지는 그림 1에서 상위 클래스

인 V24.ADT_A01의 객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하

위버전(V2.5)으로의 메시지 변환은 하위 클래스인 

V25.ADT_A01의 객체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OOP 기반의 

HL7 파서에서는 모든 버전에 대해 메시지 클래스와 구성

요소 클래스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림 1. OOP 기반 HL7 파서의 구조

OOP 기반의 HL7 파서에서 특정 메시지 클래스의 코드

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클래스의 구조 및 코드가 

모두 수정되어야 하는데,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구 

[6]에서 제안한 설계에 따라 구현해야 하는 클래스는  

수천 개에 달한다. 즉, 설계에 따라 HL7 파서를 실제 구

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며, 반복적인 코드

의 수정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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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종류

2.1 2.2 2.3 2.3.1 2.4 2.5 2.5.1 2.6 2.7 계

Message 39 74 237 173 178 202 201 216 192 1,512

Segment 37 62 110 110 138 150 150 170 170 1,097

Component 7 11 38 77 79 77 77 77 72 515

Table 128 189 292 306 408 477 477 538 535 3,350

계 211 336 677 666 803 906 905 1,001 969 6,474

표 1. HL7 버전 별 파서를 구성하는 클래스의 개수 

수천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HL7 파서를 효과적으로 구

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JAVA Class 파일을 자동을 생성하는 

“Class File Maker”를 구현하였다. 이는 HL7 메시지의 

구조에서 버전별 상관관계를 그림 3과 같이 테이블 형태

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고, HL7 메시지 및 구성요소 

관련 클래스의 프로그램 코드를 그림 4와 같은 템플릿 

형태로 구성한 후, 이들을 조합하여 JAVA Class 파일들

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2. Class File Maker 다이어그램

그림 3. HL7 DB

 

그림 4. Class Template

3. HL7 파서 개발

그림 3의 HL7 DB는 [3]에서 제공하는 HL7과 관련된 데

이터를 변형하여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

구 [6]에서 구현한 ADT_A01 메시지 파서(Pilot Version)

의 클래스 파일인 ADT_A01.java와, ADT_A01 메시지를 구

성하는 요소들의 Segment 클래스 파일인 MSH.java, 

PID.java 등과, Component 클래스 파일인 CX.java, 

HD.java 등을 그림 4와 같은 템플릿으로 생성하고, 표 1

의 각 버전 별 메시지, Segment, Component의 특성에 따

라 HL7 DB를 참조하여 그림 2의 Class File Maker를 통

해 HL7 파서를 구성하는 클래스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

하였다. 그리고 HL7 파서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수천 개

의 파일에 대한 코드를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파

서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까지 최소 1분의 시

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개발한 HL7 파서를 이용하여 특정 Segment의 

버전 별 변환 결과를 보인다. ADT_A01(V2.5) 메시지의 

MSH와 PID Segment에 대한 V2.7과 V2.3.1로의 변환 결

과, 상위 변환의 경우 Component 별 반복 및 문자수 제

약에 따라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 Segment의 버전 간 변환 결과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OOP에 기반한 HL7 파서의 설계에 따라 

수천 개에 달하는 클래스 파일을 자동을 생성함으로써 

HL7 파서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8가지 HL7 메시지의 버전에 대해 상호 변환 가능한 파서

를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템플릿에 따른 일괄 구현

이 어려운 메시지나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HL7 파서의 구조적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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