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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ealth Lab
스마트헬스랩은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여, 의료 생태계-사람, 환경, 서

Using innovative technology and data science, SHL dreams of

비스, 시스템,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적 혁신을 꿈꿉니다. 스마트헬스랩은 의료

improving and integrating healthcare ecosystem - people, environment,

현장의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user-centered design), 데이터를 분석

services, systems, and infrastructure. With user-centered design, we

(analyze)하고, 예측모델(predict)을 설계하고, 이를 IT와 접목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중개(translate) 연구를 합니다. 연구실은 의료, 간호, 통계, 커뮤니케이
션, 디자인,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배경의 학생과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
다. 우리는 디지털 헬스와 연결된 다양한 산업에서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 Digital Healthcare Scientist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onduct an intervention study that includes analyzing data, developing
predictive models, and applying our findings to real healthcare
industries. SHL is a diverse community of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s, such as medicine, nursing, statistics, communication,
design, and engineering. Our goal is to cultivate Digital Healthcare
Scientists who can lead in various fields of healthc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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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Health & IT
스마트헬스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임상 현장에서

We carefully inspect the problems from various stakeholders’

IT 신기술의 적용 방향성을 함께 고민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효용성이라는 높은

perspectives and think about how to apply our IT skills and knowledge

장벽 때문에 의료 현장의 IT 기술 적용은 사실상 미미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헬스

in the medical field. Due to patients’ safety and effectiveness, it is very

랩에서는 의료진 출신의 연구자들이 현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의료와
IT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T 혁신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의료와 IT
융합은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병원 밖 일상을 아우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hard to converge IT technology in the medical sector. At SHL,
researchers and medical professionals act as intermediaries between
healthcare and IT. We expect our works in IT innovations will bring a
positive impact not only for patients, but also for many others in
medical field. Integration of healthcare and IT comprehends the ER, ICU,
wards, and everyday life outside hospital. We seek to create new value
by solving problems in the field with experts from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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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우리는 진료의 주요 포인트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We develop, apply, and evaluate our intelligent system that supports

시스템을 개발, 적용, 평가합니다. 의료인과 환자를 인터뷰하여 다양한 의료 영역

clinical decision both in patients’ and professionals’ level. We

에서 필요한 예측 알고리즘 주제를 발굴하고, 임상 데이터와 데이터 과학 분석기

investigate interesting topics in clinical fields by interviewing medical

술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합니다. 알고리즘은 개발 후 다기관 검증과 안전성, 효
과성 평가와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헬스랩
은 현재 처방 오류 경보, 감염 감지, 중증질환 감별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주제로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affs and patients, then develop predictive models using analytic skills
on clinical data. Finally, we test our developed model for safety and
scalability in multiple centers before applying it to actual field. Our
current project includes detection of anomaly medication order, early
detection of infectious disease, and clinical prognosis prediction of
critical car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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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Health
스마트헬스랩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정보의 주체가 되는 미래 의료를 지

SHL aims for the next-generation healthcare technology where

향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과 활

everyone can be a owner of his or her health information. We want to

용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환자의 의료 정보와 생활 정보(life-

find ways to collect and use meaningful data for personal and

log)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헬스랩은 현재 의
료진용 EMR(mEMR) 및 환자용 개인 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을 활용한 서비스 기획, 개발, 적용,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healthcare. Mobile devices act as a hub that collects and
analyzes patients’ medical and life-log information. SHL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to plan, develop, apply and evaluate EMR (mEMR)
for medical staff and personal health records (PHR) for patients.

7

Common Data Model
의료는 환자, 병원, 의료진, 보험사, 제약 회사,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The medical is a nationwide system that various groups of people, such

참여하는 범국가적 시스템입니다. 표준을 따르지 않은 시스템은 외부 기관과의

as patients, hospitals, medical staffs, insurance companies, and

협력과 부가가치 창출을 제한합니다. 스마트헬스랩은 OMOP CDM(Common

regulatory authorities are participating. Those groups who do not

Data Model)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예측모델 개발과 데이터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정보 전송 표준인 HL7 FHIR을 활용
하여 ECG 결과 전송 모듈을 개발하는 등 응급과 중환자 분야의 표준 애플리케이
션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 표준을 준수하는 알고리즘 개발은
일반 알고리즘에 비해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미래에 연구 여력이 제한적인 곳
혹은 국내외 기관과 폭넓은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follow the standards are limited for collaborative works and other extra
values. SHL develops OMOP CDM (Common Data Model) as standard for
medical information and utilizes it for basis to develop predictive
models. Furthermore, we are expanding the standard applications to
the ER and ICU by using HL7 FHIR, developing ECG result transmission
modules. Although developing algorithms that comply with medical
information standards requires a great deal of effort, it will make it
possible to conduct extensive research with places where research is
limited or at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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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Research
스마트헬스랩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동

Smart Health Lab has established a joint research community with

국대 일산병원, 세종병원 등 국내의 관련분야의 선두주자들과 공동 연구 체계를

major hospitals,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an

구축하고, 삼성창의개발센터를 필두로, 얀센, IQVIA, 헬스리안, VTW, Mune 등

Hospital,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Ajou University Hospital,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and Sejong Hospital. Furthermore,

다양한 기업의 연구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researchers from leading companies such as IQVIA,
Hessian, VTW, and Mune.

Contact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95, 3층 스마트헬스랩
Smart Health Lab 3F, 95 Irwon-ro, Gangnam-gu, Seoul, South Korea
smarthealthlab.sm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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