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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Drug Mapping & 예시

Ⅱ. Measurement Mapping & 예시

Ⅲ. Procedure Mapping & 예시



Drug Mapping

1. http://athena.ohdsi.org/

2.  Filter 적용

✓ Domain = Drug 

✓ Standard concept = standard 

✓ Vocabulary = RxNorm, RxNorm Extension 

http://athena.ohdsi.org/


ex) Acetaminophen 160 MG Oral Tablet                            concept_id :1127078      

성분명 용량 조제형태

1순위: 성분명 + 용량 + 조제형태

ex) Acetaminophen Oral Tablet                                      concept_id : 40005746

성분명 조제형태

2순위: 성분명 + 조제형태

ex) Acetaminophen                                                      concept_id : 1125315

성분명

3순위: 성분명

Drug mapping 시 고려사항



주성분 코드의 제형 정보
제형코드 제형명칭 제형코드 제형명칭 제형코드 제형명칭 제형코드 제형명칭

TB 정제, 저작정 GE 장용과립제 OO 안연고제, 점안겔제 PA 페이스트제

CH 경질캡슐제 GR 서방형과립제 XD 건조엑스제 TS 경피흡수제

CS 경질캡슐제 LQ 액제 XL 유동엑스제 PO 카타플라스마제

CE 장용캡슐제 SY 시럽제, 건조시럽 XS 연조엑스제 PC 패취제

TE 장용정제 SS 현탁제 IJ 주사제 PL 경고제,첩부제

TD 확산정,속붕정 LN 리니멘트제 IM 이식제 및 체내장치 DS 스폰지 및 드레싱

TR 서방형정제 LT 로션제 IS 관류액 등 TT 틴크제

CR 서방캡슐제 EM 유제 SI 분무제 및 흡입제 EN 포말

TL 설하정 AW 방향수제 AE 에어로솔제 EX 검사용

TC 구강정 SR 주정제 SP 좌제 MS 기타제형

TO 트로키제 EL 엘릭서제 PI 환제

GN 과립제, 세립 LE 레모네이드제 CM 크림제,겔제

PD 산제 OS 점안제(점안액) OM 연고제

출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시행 2019. 9. 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186호, 2019. 8. 26., 일부개정]



1. Midron 2.5mg(명문)

① 의약품 검색

제형정보 확인

성분명과 용량 확인

'Midodrine hydrochloride 2.5 mg oral tablet’으로 검색



1. Midron 2.5mg(명문)

② ATHENA에 해당 컨셉 검색

⇒concept_id : 40222924 로 매핑

concept_id : OMOP  표준 코드
concept_code : 해당 concept의 레퍼런스 vocabulary에서의 코드
(ex. 993466 = RxNorm에서 ‘midodrine hydrochloride 2.5 mg oral tablet’ 에 해당하는 코드)

숫자와 단위를 사이를
띄어쓰고 검색해야 함



2. 씨제이 도부타민 프리믹스 100mg 주 500ml

① 의약품 검색

'500 ML dobutamine 1 mg/ml / glucose 50 mg/ml inject ’으로 검색! 

제형정보 확인

✓ 성분명과 용량 확인
✓ 단위환산 필요!!

용량 확인

ex) dobutamine 100 mg/100ml
→ dobutamine 1 mg/ml
dextrose monohydrate 5000 mg/100ml
→ glucose 50 mg/ml    



2. 씨제이 도부타민 프리믹스 100mg 주 500ml

② ATHENA에 해당 컨셉 검색

⇒concept_id : 42918399 로 매핑

숫자와 단위를 사이를
띄어쓰고 검색해야 함



Measurement Mapping
1. http://athena.ohdsi.org/

2. Filter 적용

✓ Domain = Measurement

✓ Standard Concept = Standard

✓ Vocabulary = LOINC (주로)

http://athena.ohdsi.org/


Measurement Mapping 시 고려사항

검사에서 사용하는 단위
dL 10분의 1L Volume

mL 1000분의 1L Volume

mg 1000분의 1g Mass

㎍ 100만분의 1g Mass

ng 10억분의 1g Mass

pg 1조분의 1g Mass

U 검사별로 정해진 단위 Units
Enzymatic activity

mIU 1000분의 1U Units

μU 100만분의 1U Units

mol 원자와 분자의 수량 Moles

mmol 1000분의 1mol Moles

μmol 100만분의 1mol Moles

nmol 10억분의 1mol Moles



1. BUN (혈중요소질소)

① 해당 검사의 단위, 검체 파악 → 단위: mg/dL, 검체: serum

: mg/dL → [mass/volume]

② Athena 에서 ‘Urea nitrogen [Mass/volume] in serum’으로 검색

⇒ concept_id : 3013682 로 매핑



2. MCHC(평균적혈구헤모글로빈농도)

① 해당 검사의 단위, 검체 파악 -> 단위: g/dL , 검체: whole blood

: g/dL → [mass/volume]

② Athena 에서 ‘mchc [mass/volume]’으로 검색

?



③ 비슷한 개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한 지 선택하기 어려울때에는, 

https://loinc.org/ 에서 RELMA 다운로드

https://loinc.org/


④ RELMA에서 검색을 통해 그 검사의 component, property, timing, system, scale, method 정보와
어떤 코드가 더 자주 쓰이는지 코드의 Rank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여 매핑한다.

→ '786-4’가 레퍼런스 코드, 즉 concept_code가 786-4인 concept으로 매핑

Rank가 더 높은
이 코드를 선택



⇒concept_id : 3009744 로 매핑

⑤ Athena에서 확인 후 concept_id 매핑



Procedure Mapping

1. http://athena.ohdsi.org/

2. Filter 적용

✓ Domain = Procedure

✓ Standard Concept = Standard

✓ Vocabulary = SNOMED

http://athena.ohdsi.org/


1. Segmentectomy of Lung (폐 구역 절제술)  

① Athena에 procedure명 검색

적합한 concept name 없음

①-1 : 검색 단어 형태를 수정하여 검색

ex) segmentectomy
→excision of segment

⇒ concept_id : 4070880 으로 매핑



1. Segmentectomy of Lung (폐 구역 절제술)

①-2 : broad한 concept 에서 Relationship을 이용해 child concept (subsumes) 찾아보기

segmentectomy 보다 broad 한 ‘lobectomy of lung’ 검색 후 child concept에서 찾을 수 있다.

Subsumes

⇒concept_id
4070880
으로 매핑



감사합니다.

이정문

wjdans95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