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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및 개념 

모든 업무와 학문의 분야에서 표준의 제정은 그 분야의 

발전과 도약의 기초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다. 표준의 

제정 중에서도 기초적인 사항은 용어의 표준을 정하는 일 

이다- 왜냐하변 인간 사회의 모든 활동의 기초 중 하나가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소통이 

며 기본적 의사 소통의 도구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의 제정 시에는 항상 초기에 용어 

의 통일， 더 나아가서는 용어 체계의 정 립을 통한 용어 표 

준화를 꾀하고는 한다. 한편 재난관리 분야의 표준 제정 

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진행 중이며 국내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 다. 이에 국내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표준안의 도 

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앞서서 재난 관리에 관 

련된 용어 체계는 표준화되지 못한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따라서 재난 관련 용어의 표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용어의 체계적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의 

실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일 것이다. 재난 

분야의 경우에는 재해， 재난， 재앙， 방재， 위기， 사고 등 비 

슷한 관련 용어들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의 부 

서마다 다른 개념의 접근을 하고 있으며 법체계적으로도 

정비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정보화 분야는 Is o rrc 25 1에 

서 활발히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그 기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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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표준화가 자리하고 있어 국내의 개발 현황 및 핵 

심 기초 사항들을 알아보는 것은 재난관리 용어의 표준화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보건의료 영역의 기준용어체|계 개발 

서구에서 의학 분야의 표준용어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위병원에서도 별개의 여러 가지 웅 

용프로그램이 공존하고 있고， 각 응용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용어체계를 이용하여 구동되고 있으며， 따라서， 병 

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영어가 하고 있는 역할이 필요 

하다는것이다. 

미국에서는 의학 분야에서도 표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댐처럼 운영할 수 없음을 이 

미 인지하여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는 대부분 세계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자체 뿐 아니 

라 많은 외부 기관과도 정보 교류를 해야 하므로 표준화 

된 의사 소통 도구가 필요한 시점이다(그림 1 ). 그리하여 

의료기관에서도 표준화된 시스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림 1 미국의 병원 밖 기관과의 정보 교류의 예 . 

11 



표 1 미국 의학 분야의 표준시스템의 핵심 사항들 

1 용어표준분야 
LOINC :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 names and cords 
Drugs : NLM/FDANA collaboration(RxNorm , NDF-RT) 
8ill ing: CPT, lCD-9CM 

Clinical : UMLS, SNOMED 퉁 

2 . 정보전달표준분야 
HL7 임상자료 

X I2N: 진료비청구， HIPAA에서 규정한 업무 
DICOM ‘영상자료 
NCPDP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처 방전 
lEEE : 8 edside instruments, medical info rmation bus 

미국 의학 분야의 표준시스템의 요점은 표 l과 같다. 

국내 병원에서의 용어 필요수준은 일단 의료 코드， 처 

방이 기본으로 이는 국내 표준화 사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고 표준화 연구에서 제외되어있는 영역이지만 관 

리에 필요한 부분의 예로서 산정코드나 필요한 진료과 둥 

이 있다. 

여기서 외국과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은 모든 시스템을 일괄 개 

발하는 통합적 체 계 (integrated system)이 므로 사용자 코드 

(interface tenninology) 만으로도 정 보시 스템 개 발이 가능 

하나 선진국에서는 여러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보 

전달을 위한 표준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학 분야의 표준용어체계 산출물 모형은 그림 

2와같다. 

의학 분야의 표준용어체계의 산출물 모형 내의 각 요소 

를 살펴 보면 우선 참조용어 (Reference tenninology)는 개 념 

의 집합으로서 포괄적， 지속적이며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상 영역의 자세한 내용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 

고， 영역 내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서로의 관계에 의해 정 

의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CMV는 임상자료의 저장 탐색 및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참조용어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하 

지 않는 이유는표 2와같은이유라고추정된다 

반대로 의료기관이 외부 표준에 관대하여 외부 표준을 

병원에 적용했을 때 내부적 위험을 만날 수도 있다. 외부 

표준을 병원에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는 표 3 

침조용어 
(Reference Terminology) 

업무관련 용어 
(Admin istrative Term inology) 

인터I쩨이스용어 

(InIIIIr‘ce Terminology) 

그립 2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학 분야의 표준용어체계 산출물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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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에서 참조용어톨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유 

l 현재까지 보건의료분야 모두를 포팔하는 참조용어가 없다. 
2 기존 의료기관들은 꽃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올 바꾸려 하지 
않는경향이 있다. 

3 또한각기관은기존자료를표준에 맞추어 바꿀수있는인적 
자원이부족하다. 

4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용어가표준용어체계에 존재하지 않 
을수있다. 

5.표준용어 중에는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용어들도있다 

(예: LOIN C) 
6 병원에서는 표준용어에서 제공해 준 것 이외에도 많은 동의를 
필요로한다. 

7 각 병원에서는 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개념들올 
필요로 한다. 이 러 한 개념들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있다. 

- 개 념 의 세 밀 한 정 도(granu lariti es)가 틀리 다 
-용어를기술하는방식의 차이가있다. 
- 개념이 한두개 병원에서만제한적으로사용된다. 
- 지역에서 제조된 약품들이 있다 
-표준용어에서는불필요한것이지만，웅용프로그램에서 필요 
로하는 것이 있다 

- 표준용어에서는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업무 흐름상 각 병원 
에서는 필요로 하는 용어가 있올 수 있다 

표 3 외부 표준올 병원메 적용했올 때 샘길 수 있는 위험 

코드의 의미가변하면，자료를이해하기 어렵다. 
표준 코드를 없애면， 자료를 잃는다. 
용어의 포팔 정도가 낮으면 업무 흐름이 막힐 수 있다. 

자료에 임시 코드를부여하고 표준코드가생겼을때 변환해 주 
어야한다. 
표준을잘못적용할경우에 병원내 자료구조가흐트러질 수 있다. 
다른표준이 나타나면 새로운표준에 맞추기 위한추가적인 작 

업이필요하다-
기폰마스터 파일이 표준코드에 매핑되어 있지 않으면기존방 
식에 의해 코드를부여한과거 환자의 자료를 잃을수 있다 

과같은것들이 있을수 있다. 

표준용어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단위병원의 정보화를 

위한 용어의 표준은 없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병원 

자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코드(int하face tenninology)는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표준코드를 쓰지 않아도 업 

무에 지장이 없으나， 병원의 업무에 맞춘 보험청구 동을 

위한 행정용어는 필요하며， 보험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청 

구심사를 하는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에 맞추 

어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의학 분야의 표준용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보건의료 분야 표준용어가 필요한 사례는 기 

관 간 자료의 교환을 들 수 있는데， 각 보건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용어체계 (interface tenn inology)를 갖고 있으므 

로 의사소통을 위한 용어체계 필요하며 ， 중장기적으로 반 

드시 필요하나 현재는 부분적으로 대형병원 위주의 협력 

병원시스템에 일부 적용되는 실정 이고， 보험청구나 수탁 

검사를 의뢰할 때 동에도 기관간 자료의 교환을 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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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의 표훈확 활동: 용어표준화률 통한 국가보건의료정보 구축의 예 

준용어가 필요하다. 다른 예로서 의료정보회사가 여러 의 

료기관에 자사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설치 및 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용어가 필요하 

게 된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여러 개 병원을 통합하여 하 

나의 정보시스댐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른 용어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단일시스템을 위한 

통합작업이 필요하고 이에는 표준용어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우 표준 용어 체계 여부가 통합작업의 기준이 

될 수도있다. 

표준 용어의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국내의 

대안으로서 분야별로 여러개의 단위 용어체계를 자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는 UMLS(Unitied Medical Language 

System)의 활용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를 다른 용어체계와 

의 mapping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표준을 적용 

하려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러한 기관과 함께 표준 

용어를 적용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하며， 각 의 

료기관과 표준화 위원회간 긴밀한 네트원을 구성하여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용어를 단시간 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들수있겠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표준 용어 개발 

에 사용되는 주요 참고 표준은 각 분야별로 표 4와 같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UMLS를 참조하는 의도는 여러 가 

지가 있는데 우선 UMLS를 개념의 기본 자원으로서 활용 

하여 낱낱의 용어 개념에서 시작해서 구조적인 온톨로지 

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UMLS는 미국 NLM에서 제공하 

고 있으며 SNOMED-CT를 포함하여 140여개의 보건의료 

분야 용어를 하나의 체계에 연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널리 사용하는 표준이 있어야 국제 표준으로 제시하고 우 

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연구가 뒤따라야 

하나 아직 현재 보건의료정보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시한 것은 없는 형편이다. 또한 

UMLS를 참조하는 의도 중 하나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지어입기 위한 도구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코드의 영원 

표 4 보건의료분야 표준 용어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참고 표준 

의료용어 : UMLS, SNOMED(RT/CT) 
보건용어 : UMLS 
간호용어 : ICNP, NANDA, NIC, NAC 
진단용어 : ICD-I O 
의료행위 : ICD-9-CM-Procedure 
검사용어 LOINC 
의료재료 UNSPSC 
의약품 : EAN/UCC- 13, ATC 
한방용어 : 1ST (l 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영상의 학 : LOJNC, D1COM 
치 과 : UMLS, ICD-9-CM 

제1권 제r호 2008던 3윌 

성 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개념 코드가 변하지 않아 여러 

용어를 하나로 만들어나가기 적합하다는 점과 이를 기반 

으로 향후 국내 보건의료 분야 표준 용어를 발전시켜 나 

가기 위한기본틀을제공한다는측면이 있다. 

11 1. 추진 현황 

국가 표준 보건의료용어체계의 구축이라는 목적 하에 

세부적인 추진 목표로서 국제표준에 근거한 보건의료 참 

조용어체계를 개발하고， 참조용어에 대응되는 한글 용어를 

표준화하며， 의료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Mapping Table 

을 작성하는 것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 추진 방법으로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연구를 통해 표준용어체계 개발하며，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획 및 자문을 

시행하고 표준화운영반을 설치하여 표준화 및 그 확산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표준에 있어서도 그 용어를 

표준화 하는 목적， 세부 목표 및 방법론 상에서 참고할 사 

항으로사료된다. 

용어표준화의 개요는 개념 정의로서 보건의료에 사용 

되 는 모든 용어 (Tenn)를 개 념 (Concept) 단위로 정 리 하고 

각 개념마다 유일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기 관 EHR(Electronic Health Record)시 스템 의 상호운용성 

(lnteroperabil i ty)을 보장하기 위 한 기 초 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 James J. Cùnino는 관리되는 의학용어(ControUed M떠ical 

Vocab띠ary)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의하였는데 여기에는 

Concept Orientation, Non-semantic Concept Iden뼈ers， Multiple 

Hierarchy, Fonnal Defmitions 퉁이 있고 국내 보건의료 용 

어 표준화는 이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그림 3).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 산출물의 형태는 참조용어체계 

의 성격이 강한데， 상호 운영성이 중시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우선 분야별로 용어가 구 

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용어， 영상의학용어， 의료행위 

용어， 진단용어가 있고 이는 lnterface 용어체계에 대한 보 

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nterface 용어체계 

로 바로 사용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한 용어 유형은 의료용 

어， 간호용어， 보건용어가 있으며 이는 참조용어체계에 

대한 보완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모 

두의 특성을 갖는 경우는 의약품， 의료재료 쪽을 들 수 있 

겠다. 

공통 문제점으로서 한글 용어 문제， 개념의 정의 부재 

문제 및 용어의 포괄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한글 용 

어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용어와 현업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불일치가 있으며， 대표어와 동의어의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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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RAt얻단 용어톨 >

참조용어체계 모형 

< 표훈화위원회 >
참조용어쳐|계구축 의료기관 EMR시스템 -

그림 3. 국내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의 개요-

있고， 영문-한글 용어쌍을 구성단위로 하는 용어사전을 

활용하고， 용어 분절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한 개념의 

정의 부재 문제는 개념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UMLS 연 

결시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는 영문-한글 용어쌍을 활용하 

여 용어 쌍이 하나의 개념 혹은 동의어를 표현하도록 하 

고 대표용어를 선정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고 있다. 용어의 

포괄성 문제는 대표어， 동의어 및 사용자 정의어 동을 전 

체 용어체계에 포함시켜 용어의 절대 수를 확장하고， 한 

가지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용어를 분절하여 

단위개념과 이를 표현하는 용어를 추출하여 용어 내부 구 

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용어사전 구성 시 고려사항은 한글용어는 향후 대표용 

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 

글-영어 용어 쌍에 대표용어를 표시하고， 대표용어집은 

한글-영어 용어쌍의 특정 뷰로 처리하며， 향후 대표용어 

가 바뀌면 이에 대한 표식자만 바꾸어 대표용어가 새로운 

용어로 바뀌고， 이전 대표용어는 동의어로 처리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고있다. 

대표용어 선정 지침은 한글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르 

게 되고 대표적인 지침서로서 필수의학용어， 의학용어 4 

집， 해부학용어집， 일반 사전용어를 따르며 그 이외의 것 

은 결과물에 많이 쓰인 것을 따른다. 한글-영 어 용어 쌍을 

영문->한글->대표용어 순으로 계속 반복해서 대표용어를 

확인하며 영문과 한글을 서로 참조하여 개념을 확인하게 

된다 최소 개념단위 결정은 Desiderata에 따라서 한글과 

영어 용어쌍이 동시에 하나의 의미를 갖는 상태에서， 

14 

0 : Ca tegory 

0 : CI.ss 

~국재난관2(표준학희지 



보건의료 분야의 표준화 활동: 용어표준화를 통한 국가보건의료정보 구축의 예 

pars ing하기에 적합한 것을 대표용어로 결정한다. 

IV.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 Mapping 

용어 표준화 분야에서의 용어 매핑은 유사한 용어와 개 

념들이 존재 한다. 매칭 (Matching)은 해 당 용어 가 자동 처 

리상태에서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와 완벽히 matching된 

것을 말하며， 매핑(Mapping)은 해당 용어가 수동 매핑 작 

업에서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와 완벽히 match ing되는 것 

을 말하고， 유사매핑이란 해당용어가 수동 매핑작업에서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와 정확하게 매핑되는 용어가 없어 

서 근접 개념에 관계를 설정하고 매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개념도 큰 개념， 작은 개념， 유사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매핑과 관련된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 진행 순서는 우 

선 분과별 용어가 정리되어 분과 고유 코드체계 적용되고 

단계별 결과물에 따라 공통항목 및 부가항목 테이블을 작 

성한다. 분과별 용어 UMLS 매핑 정리 중 자동 매핑 시행 

분야는 UMLS를 기 반으로 용어정 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 

한다 분과별 용어 UMLS 매핑 정리 중 수동 매펑 분야는 

입력 지원 도구를 통하여 분야별 수동 매핑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입력지원도구가 필요하다. 분야 전체 용어 통합 

정리는 본부 및 각 분과용어위원회가 맡는다. 여기에서는 

UMLS 기반 용어 정리를 시행하고 역시 다른 입력 지원 

도구가 필요하다 이후 한국형 통합용어체계에 따른 용어 

의미론적 유형 

Classes 

표 5. 국내에서의 각 분야의 용어벌 mapplng 전략 

분야 기준 Mapping 바버 

의료용어 UMLS 
보건용어 

String mapping 

진단용어 KCD-4 UMLS ICD- IOcode 빼~ 
후 stnng mappmg 

의료행위용어 ICD-9-CM 
uκ1LS ICD-9-CM code 
matching 후 string mapp ing 

검사용어 LOINC UMLS LOINC source 추줄 후 
stnng mappmg 

간호용어 ICNP, NANDA String mapping 

의약품용어 

의료재료 

통계 
String mapping 

여。사 。

정리를 시행하는데 통합용어체계의 모델링을 적용하고， 

통합용어체계서버를 개발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의 각 분야의 용어별 mapping전략은 표 5 

와같다.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와 관련된 매핑을 시행할 때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틀이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의 

의 미론적 유형(땅nantic type)과 의 미론적 관계(sεmantic relation) 

에 따른 의 미 론적 네 트워 크(semantic network)이 다 의 미 

론적 유형은 거시적인 용어 의미의 분류라고 볼 수 있으 

며 각 분류가 계층적인 네트워크로 의미 상 연결되어 있 

는 구조를 갖고 각각의 계층에서 서로의 의미론적 유형이 

의미론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유형의 

Reference : UMLS 

의미론적 녀|트워코 

용。1 시펀 

0 으|미론적 유형 
O 계증 
- : Is-a 
- -、， 의미론적 관계 

동의어 
-' 관련성 

그림 5 통합보건의료용어체계와 의미론적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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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관계는 각 용어가 정확히 매핑될 수 있는 기초 구조 

가된다(그림 5). 

이러한 매핑 작업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접속하여 각 분야 및 관리자로 들어가 

서 작업할 수 있으며， 자동 매핑이 될 수 있게 한다. 자동 

매핑 제외 부분은 매칭 대상 용어의 중복이나 철자 오류 

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매칭 대상 용어의 UMLS 의미론 

적 유형이 복수 존재할 경우 누락 가능하므로 수동 매핑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현 상태에서 부정확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동 매핑으로 고려하고， 초기 버전의 프로그램 

기능으로 향후 요구사항 수렴하여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해당 분과용어 

의 배치처리를 다시 할 경우 이전 작업분 소실될 수 있다 

는 것과， 한 분야에서 통일항목에 대한 동시 작업 시 작업 

결과 불안정하여 미리 작업구역을 나누어 분할 작업하는 

것이 좋다는것이다 

M 결 론 

보건의료 분야의 표준화 중에서도 통합보건의료용어체 

계의 구축 및 그 용어 표준화 분야는 활발히 표준화가 진 

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단순히 용어 표준화 및 사전 제작 

을 넘어서 보건의료 업무 및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개념 

으로 체계적，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중장기적인 개발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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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분야이다. 특히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을 적절히 

적용하여 그 발전이 기대되는 바 국내의 개발 현황 및 핵 

심 기초 사항들을 알아봄으로 인하여 재난관리 용어의 표 

준화 개발에 하나의 모델로서 재난관리 표준화 분야의 발 

전에 크게 일조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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