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MED CT, FHIR 용어 설명자료
□ SNOMED CT란?
○ (개요)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영역(임상소견, 임상관찰, 진단명, 수술, 치료 등)에서
사용되는 약 35만개의 개념과 100만개의 동의어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체계
○ (목적)
- 환자의 진료 향상을 목적으로 임상에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지원하고, 임상자료를 일관된 방법으로 색인, 저장, 검색,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정보활용하여 연구 및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 KCD(한국표준질병 및 사인분류), 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SNOMED CT 비교
· KCD: 분류체계로 일정한 기준에 상호배타적이면서 전체를 포괄
· KOSTOM: 대표어와 동의어체계를 가지며, 코드 한 개가 진단명 하나를 나타냄
· SNOMED CT: 개념 간 논리 구조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진단코드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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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개념: 맹장의 질환, 대장의 염증질환
발생부위: 맹장
관련 형태학: 염증
자식개념: 급성 맹장염, 만성 맹장염

그림 SNOMED CT 논리적 모델

□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란?
○ (개요) 기존 임상의료 문서교환표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취하여, 모바일,
클라우드(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세대 문서교환 표준기술(V4 candidate)

* HL7 V2 : 메시지 규칙의 획일성, HL7 V3 CDA : 적용의 복잡성 등
○ (구조) 임상의료 문서교환을 위한 API* 및 데이터의 형식과 요소를 표현
하는 리소시스(resources)로 구성됨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미 만들어진 특정 기능의 프로그램 (또는 이
프로그램을 호출하여 실행하는 도구와 방법)
- 웹 기반처럼 RESTful API*를 이용하여 시스템 간 리소시스를 교환하며,
양방향 대화형 정보교환 가능(Mobile Health App 적합)

* RESTful API(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EST 아키텍처를 따르는 API(REST : HTTP
URL을 통해 resource를 명시하고, 그 행위를 HTTP Method(Post. Get, Put, Delete)을 통
해 정의하는 것), http로 통신하여 xml이나 json을 이용하여 제공
- 리소시스는 150여 개로, 임상개념(알레르기, 신체 상태, 가족력, 약품 처방, 진단)과
행정정보(환자, 진료의, 기관명, 소재지, 보험적용) 등을 포함
【 FHIR 개발 예시 】
◇ 한명의 환자의 정보: 개인인적 사항, 두 번의 내원, 두 번의 진단, 하나의 처방
◇ (메세지 리소스 구성) Patient 1개, Encounter 2개, Diagnostic report 2개, Medication 1개
◇ 각 리소스의 항목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미리 정해진 스펙을 보고 따라하면 됨

☞ 위 방식은 식판(V2)에서 한정식 상차림(FHIR)와 비슷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등 용기에
뭘 담을지에 대한 개념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면서, 추가로 항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접시의 크기도 변경 가능한 유연성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