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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는 한국형 상호운용성 기술표준 핵심 공통 상세규격(KR Core) 개발

연구에 참여한 스마트헬스표준포럼에서 작성하였으며, 2021 년 11 월
Draft 버전을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버전에 따라 일부 내용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KR Core 상세규격 설명서

KR Core 상세규격(이하, KR Core)은 Home, Profiles and Extensions, Terminology,
Examples, Downloads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me 은 KR Core 에 대한 소개, 배경, 범위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Profiles and Extensions 은 KR Core 에서 정의한 KR Core Resource Profile 과
Extension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KR Core 에서는 총 22 개의 Resource Profile 과
1 개의 Extension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esource Profile 은 국내 보건의료환경 반영한
핵심공통 정보를 표현하는 Resource 를 선정하였습니다. KR Core Extension 에서
RoadNameAddress Extension 은 한국의 도로명 주소체계를 표현하기 위해 FHIR Address
데이터타입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정의되었습니다. 이 Extension 은 환자(Patient),
의료인(Practitioner), 의료기관(Organization) Resource 에서 사용됩니다.

각 Resource Profile 에서는 Resource Profile 에 대한 개요, Formal Views, Terminology
Bindings, Constraints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KR Core Resource Profile 의 Title,
Name, Profile 의 식별자인 공식 URL 등을 표시합니다.

Formal Views 에서는 Resource Profile 에 정의된 상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
Core Resource Profile 의 Formal Views 에서는 Text Summary, Differential Table, Snapshot
Table, Snapshot Table (Must Support), All 로 구성됩니다. Text Summary 는 Resource
Profile 의 필수항목(Mandatory), 권장항목(MustSupport), 고정값 항목의 개수와 포함되는
Extension 과 Slice 로 정의된 항목을 설명합니다. Differential Table 은 KR Core Resource
Profile 에서 정의한 항목들을 표시합니다. Snapshot Table 은 KR Core Resource
Profile 에서 정의한 항목과 그 외 FHIR R4 에서 정의한 항목을 모두 표현합니다.
Snapshot Table (Must Support)는 Snapshot Table 에서 MustSupport 로 표시된 항목을
표기합니다. All 은 위에서 정의한 각각의 표현법을 모두 포함한다.
각 Table 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KR Core 에서 정의한 리소스 프로파일에는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HL7 FHIR 에서
정의한 표현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KR Core 리소스 프로파일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다시 데이터 타입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KR Core 의 리소스 프로파일에서는 Flags 열에 S 로 표시된 항목은
MustSupport 를 의미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리소스를 생성하는 주체가
저장/관리하고 있으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MustSupport 로
표기된 항목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리소스를 생성한 주체가 해당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KR Core 의 리소스 프로파일의 card. 열(Cardinality)은 각 항목이 포현되는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최소값이 0 이면(0..1 또는 0..*) 해당 항목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항목을 의미하고, 최소값이 1 이면 (1..1 또는 1..*)은 1 개는
꼭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

KR Core 의 리소스 프로파일의 항목은 FHIR 데이터타입으로 표현하며, FHIR
데이터 타입은 자세한 설명은 FHIR R4 상세규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http://hl7.org/fhir/datatypes.html)

·

KR Core 의 리소스 프로파일의 항목 중에서 데이터 타입이 code, Coding,
CodableConcept 으로 정의된 항목은 ValueSet 이 정의되어 있고, 항목에
ValueSet 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FHIR R4 규격에서 정의한 ValueSet 을
따릅니다.

Terminology Binding 은 Resource Profile 에서 정의한 항목이 해당하는 ValueSet 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Constraints 는 Formal Views 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제한사항을 텍스트로
표기합니다.

Terminology 는 KR Core 상세규격에서 정의한 ValueSet 과 이에 포함된 국내
코드체계를 설명합니다.

각 ValueSet 은 개요, Logical Definition, Expansion 을 포함한다. 개요는 ValueSet 의 URL,
Name, Title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Logical Definition 에서는 ValueSet 이 포함하고 있는
코드체계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Expansion 에서는 ValueSet 에 포함되어 있는
Value 값을 나열한다. 본 연구에서는 Expansion 을 제공하지 않는다.

국내 코드체계를 상세 페이지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Example 은 KR Core 상세규격에서는 정의한 FHIR Resource Profile 을 준수하는 예제를
포함합니다.

각 예제는 XML, JSON, TTL 형식으로 KR Core Resource Profile 을 만족하는 예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Downloads 는 KR Core 상세규격 package, 각 Resource Profile 의
StructureDefinition, 예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ckage File 은 KR Core 상세규격의 NPM package
파일(https://docs.npmjs.com/packages-and-modules)로, NPM Package 파일은 여러 FHIR
공식 툴에서 활용됩니다. 이 package 파일은 KR Core 상세규격의 현재 버전에 정의된
Value Set, Profile, Extension 을 포함합니다. 이 파일은 FHIR 상세규격을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registry.fhir.org/learn)
Artifact Definition 에서는 KR Core 상세규격에서 정의한 Resource Profile 의
StructureDefinition 과 ValueSet 의 ValuesSet Resource 그리고 ImplementationGuide
Resource 를 XML 또는 JOSN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mple 에서는 KR Core 상세규격에서 제공하는 Resource Profile 의 예제를 XML 또는
JSON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ownloadable Copy of Entire Specification 현재의 KR Core 상세규격의
웹페이지 전체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