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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료 분석 방식을 지원하는 
효과  추론 기법 설계  용 지침
(A Design of Effective Inference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Guidelines for Supporting Various 

Medical Analytics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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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개인 의료 장비들이 등장함에 따라 개인 의료 컨텍스트가 풍부하게 수집되고 있다. 이

게 수집된 의료 컨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소 트웨어 으로 질병을 진단하기 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문가들이 사용하는 의료 분석 기법을 정형화하고, 각 의료 기법을 실 화하기 

한 추론 기법을 식별하며, 추론기법의 용 지침을 제시한다. 한, 의료 기법을 제공하는 추론 시스템을 

PoC 수 에서 개발하고, 실제 의료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질병 진단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제시하는 의료 

분석 기법  추론 기법 용 지침의 실효성과 그 효과를 검증한다.

키워드: 의료 분석, 정형 모델, 데이터 처리, 추론

Abstract As a variety of personal medical devices appear, it is possible to acquire a large number 

of diverse medical contexts from the devices. There have been efforts to analyze the medical contexts 

via software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generic model of medical analytics schemes that 

are used by medical experts, identify inference methods for realizing each medical analytics scheme, 

and present guidelines for applying the inference methods to the medical analytics schemes. Addi-

tionally, we develop a PoC inference system and analyze real medical contexts to diagnose relevant 

diseases so that we can validat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dical analytics 

schemes and guidelines of applying inference methods.

Keywords: medical analytics, formal model, data processing,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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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의료 진단 행 는 병원과 같은 문 의료 기

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의료 진단은 의료 

기 으로 통원해야 하는 번거로움, 비싼 진단 비용, 병

원 분 기에 의해 심정 으로 불안하여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White-coat Effect) 등의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장비들이 많이 

등장하여, 질병 진단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의료 데이

터가 개인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1]. 를 들어, Arduino 

기반의 e-Health Sensor Platform을 이용하여 압, 맥

박,  산소 포화도(SpO2), 체온, 심 도(ECG), 당 

등의 매우 포 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게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소 트웨

어 으로 질병을 진단하기 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2]. 

개인 의료 진단은 개인 의료 장비가 있다면 어디서나, 

매우 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어, 제시한 

기존 의료 진단의 문제 을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 문가가 사용하는 질병 진단 방식을 소

트웨어 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 , 의료 

문가가 사용하는 의료 분석 기법을 정형화해야 하며 

각 의료 분석 기법을 소 트웨어 으로 실 화하는데 

있어 용 가능한 추론 기법을 식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의료 분석 기법의 정형 모델을 제시하며 

각 의료 분석 기법에 용 가능한 추론 기법을 악하

고, 상황에 따라 효과 인 추론 기법 선택을 해 의료 

분석 기법에서의 추론 기법 용성을 보여주고 용 지

침을 제시한다. 한 의료 분석 기법을 제공하는 추론 

시스템을 PoC 수 에서 개발하고, 추론 시스템을 이용

하여 실제 의료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실험을 통해 여러 

추론 기법을 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시한 

의료 분석 기법  추론기법 용 지침의 실효성을 확

인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소 트웨어  의료 진단에 련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 의료 문가가 행하는 

의료 분석 방식을 정형화하며, 4장에서 의료 분석 기법

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기법과 추론 기법을 제시하

며, 5장에서 각 의료 분석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추론 

기법과 이를 용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6장

에서 패턴 매칭 기반의 의료 분석 기법의 구 에 해 

소개하며, 7장에서 패턴 매칭 기반의 의료 분석을 제시

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실험하고, 8장에서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제시한 의료 분석 기법 정형 모델, 의료 분

석 기법에서의 추론 기법 용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평

가한다.

2. 련 연구

Bauer의 연구[3]는 뇌 종양을 진단하기 해 MRI 기

반의 의료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법에 해 조사하고 각 

기법들에서 활용하는 추론 기법을 보여 다. MRI 이미

지 분석 차를 처리(Pre-processing),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 세그먼테이션, 후처리(Post-pro-

cessing)로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과 사용

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MRI 기반의 뇌 이미

지 분석에 한정 으로 뇌 종양 분석에 한 기법만 조

사  정리하고 있다.

Heiberg의 연구[4]는 심장 이미지 분석에 무료로 사

용 가능한 소 트웨어인 Segment의 설계와 검증을 보

여 다. 본 연구는 Segment에서 어떠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하는지 소개하며 활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심

장 이미지 분석에 국한되어 있고 분석 기법에 한 

용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Rolim의 연구[5]는 건강 리 기 에서 환자의 데이

터를 리하기 한 클라우드 컴퓨  솔루션을 제시한

다. 본 연구는 환자의 데이터를 센서 장비로부터 수집하

여 클라우드 장소에 실시간으로 안 하게 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환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

석하는 기법에 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Boiron의 연구[6]는 의료 이미지를 분석하는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를 제시한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의료 

이미지 처리와 이미지 변환 등의 비즈니스 로세스

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 의

료 장비에 한 고려가 부족하고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한정 이다.

Mavandadi의 연구[7]는 크라우드소싱으로 의료 이미

지를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크라

우드소싱에는 의료 문가와 비 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의료 이미지만을 분석 상으로 하며 

의료 분석에 군 의 참여가 필요하고 말라리아 질병에 

한정 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 다.

Luxton의 연구[8]는 정신 건강을 진단하기 한 스마

트폰 기술의 융합 방법을 제안한다. 발달 장애, 인지 장

애, 수면 장애 등의 여러 질병에 련된 여러 모바일 앱

들을 조사하고, 각 앱들을 어떠한 목 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 다. 이 연구는 질병 진단을 한 의료 데

이터 분석 기법에 해서는 주로 다루지 않으며, 조사한 

일부 앱에서 특정 목 에 맞추어진 의료 데이터 분석 

기능성을 소개한다.

Gomes의 연구[9]는 헬스 어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높은 비용, 부족한 표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해, 헬스 어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제품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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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이를 해, 의료 데이터 모델링 방법, 헬스

어 소 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 등의 요소 기술을 함께 

소개한다. 이 연구는 의료 데이터 분석 기능성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이미지 분석과 같이 특정 

형태의 의료 데이터에 한 분석 기술에 집 이고, 특

정 질병 진단에 한정 이며, 의료 데이터 분석을 한 

소 트웨어  기법  가이드라인 제시가 부족하다.

3. 의료 분석 기법의 정형 모델

의사들은 여러 의료 지식을 이용하여 추론 차를 걸

쳐 질병을 진단한다. 이를 소 트웨어로 구 하기 해

서, 의료 분석 기법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정

의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의료 분석 기법에 한 정

형 모델을 제시한다.

특정 기간 동안에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

병, 질병의 단계(Severity), 진단에 한 신뢰도(Confi-

dence)를 결정하므로, 진단에 한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IAGNOSE: (USERa, Tstart, Tend) 

(DISEASEx, Severity, Confidence)*

그림 1은 의사들이 활용하는 표 인 질병 진단 기

법을 보여주며,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행 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측정된 건강 정보에 따라 특정 

의료분석 기법을 활용하며, 여러 의료 분석 기법을 구성

하여 정확한 질병 진단 결과를 얻는다.

그림 1 의료 분석 기법 종류

Fig. 1 Types of Medical Analytics Methods

범  기반(Ranged-based) 의료 분석 기법: 재 

건강 측정 수치가 정상 범 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함으

로써 비정상 인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는 수식으

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MEASURE (USERi, CTXj, Tt) ∈

ABN_RANGE (DISEASEx, Severity) ⇒

DIAGNOSIS (USERi, Tstart, Tend) =

(DISEASEx, Severity, Confidence).

여기서, MEASURE(USERi, CTXj, Tt)를 특정 시간 

Tt에 측정된 사용자 USERi 의 특정 컨텍스트 CTXj 값

을 반환하는 함수이며, ABN_RANGE(DISEASEx, Seve-

rity)는 특정 질병 DISEASEx 의 특정 단계 Severity를 

결정하는 값의 범 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 기호는 논

리  함축 계를 나타낸다.

궤도 기반(Trajectory-based) 의료 분석 기법: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된 건강 수치가 비정상 으로 증가 는 

감소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질병 유무를 단하는 것이

다. 비정상  증가 유무를 단은 두 MEASURE() 간

의 기울기와 정해진 값을 비교하여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MEASURE(USERi, CTXj, Tm+1)-

MEASURE(USERi, CTXj, Tm))/(Tm+1-Tm) ≥

THRESHOLDAb_Increase ⇒

DIAGNOSIS (USERi, Tstart, Tend) =

(DISEASEx, Severity, Confidence).

의 결과값에 따라 건강 수치의 비정상  증가 는 

감소를 식별하여 비정상 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패턴 매칭 기반(Pattern Matching-based) 의료 분석 

기법: 건강 수치가 특정 질병과 련된 패턴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질병을 단하는 것이다.

PATTERN ({MEASURE(USERi, CTXj, Tm), …,

MEASURE (USERi, CTXj, Tm+n)}) ⊂

ABN_PATTERN (DISEASEx, Severity) ⇒

DIAGNOSIS (USERi, Tstart, Tend) =

(DISEASEx, Severity, Confidence).

PATTERN은 복수개의 의료 데이터가 가지는 패턴

을 반환하는 함수이고, ABN_PATTERN(DISEASEx, 

Severity)은 특정 질병 DISEASEx의 특정 단계 Severity

에 속하는 패턴들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즉, 의료 데이

터가 가지는 패턴과 질병이 가지는 패턴의 일치도에 따

라 진단 신뢰도 Confidence는 높아진다.

4. 의료 분석 기법의 구  기법

4.1 의료 분석 기법 구 에 용 가능한 데이터 처리 기법

소 트웨어 으로 질병 진단을 하기 해서, 의료 데

이터를 분석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의료 데

이터를 처리(Preprocessing)  가공해야 한다.

의료 데이터 일반화: 같은 사람을 상으로 의료 데

이터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의료 장비마다 다른 측정치

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의료 장비마다 측정하는 데이터

의 범 , 샘 링 속도(Sampling Rate) 등이 다르기 때

문이다. 특히, 문 의료 장비가 아닌 스마트 워치 등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표 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들이 일

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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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ation)하는 것이 요하다.

의료 데이터의 일반화를 해, 데이터의 값의 범 를 

조정해야 한다. 우선, 의료 데이터의 값의 의미를 알아

내기 해 값의 단 (Unit)을 악한다. 데이터를 수집

한 센서의 정보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단 가 나타나 있

는 경우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  정보를 알 수 있는 센서와 동

시에 같은 상 사용자로부터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값의 범 를 일치시킴으로써 값의 단 를 악할 수 있

다. 이 게 악한 값의 단 를 통해, 의료 데이터의 정

상 범 를 -1에서 1로 설정하여 효과 인 의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의료 데이터 값 0은 정

상 범 에서도 간 값에 해당하게 된다.

표 1은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이상 인 지방 량 

범 가 서로 다름을 보여 다[10].

표 1 사용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데이터 값의 

범 의 

Table 1 An example of different medical data ranges for 

different user types

Gender

Category

Body Fat

for Adult Men

Body Fat

for Adult Women

High 17% 24%

Fitness 15.5% 22.5%

Low 14% 21%

정상 값의 범 는 사용자의 성별, 연령, 인종 등에 의

해 달라질 수 있다. 즉, 일반화 단계에서는 사용자 정보

를 악하여 동 으로 정상 범 를 조정해야 한다.

의료 데이터 노이즈 필터링: 의료 데이터는 사용자

의 질병 단에 직 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

한 데이터이다. 그 기 때문에, 노이즈가 존재한다면, 오

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의료 데이터가 민감하고, 요

한 데이터를 잃을 경우 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데이터가 노이즈인지 아닌지는 신 하게 단

해야 한다.

의료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단하기 해, 의료 데이

터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다. 의료 데이터의 값이 격

하게 변경되는 경우,  변경 없이 유지되는 경우, 의

미 없는 범 에서 값을 가지는 경우 등을 노이즈 단

에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몸무게 값은 하루 이틀 

사이에 5 킬로그램 이상 크게 변경되기 어려우므로, 이

게 큰 격차를 보이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 노이즈

일 수 있다. 한, 의료 데이터 간의 비례, 반비례 등의 

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서로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별할 수 있다.

의료 데이터 집도 조정: 의료 데이터가 연속 , 지

속 으로 수집되는 경우, 데이터의 크기가 방 해져, 의

료 진단이 어려워지거나, 진단에 오랜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 양을 이는 것 

한 요하다. 이 때, 의미상 복 인 데이터, 다른 데

이터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제거함으로써 

체 데이터 크기를 일 수 있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

한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크기를 일 때, 요한 정보

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법을 용할 수 

있다.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

tions with Noise (DBSCAN)[11]은 많은 양의 의료 컨

텍스트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효과 인 알고리즘이

다. 를 들어, 사용자의 움직임 정도를 측정하여 하루 

동안의 소모 칼로리 등을 계산하는 경우, 주로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가속도 센서 데이터는 연속

으로 지속 으로 측정되어 그 양이 방 해진다. 그러

므로, 그림 2와 같이 가속도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고 

클러스터의 통계치를 의료 분석에서 고려함으로써 그 

집도를 크게 일 수 있다.

그림 2 움직임 정도 측정을 한 가속도 데이터 집도 

조정의 

Fig. 2 An Example of Density Reduction of Acceleration 

Contexts for Measuring Movement Rate

의료 데이터 차원 축소: 의료 데이터가 고차원 데이

터, 즉, 여러 단일 데이터가 모여 이루어진 데이터일 수 

있다. 하지만, 고차원 의료 데이터의 특정 단일 데이터

가 특정 의료 진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비 특

징 데이터(Unfeatured Data)일 수 있다. 즉, 의료 진단

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비 특징 데이터를 제

외한 특징 데이터(Featured Data)를 고차원 데이터로부

터 추출하는 것이 좋다.

이를 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12] 

기법을 용할 수 있다. PCA를 이용하여 고차원 의료 

데이터에서 최소한의 정보유실로 더 은 차원의 좌표

계를 찾는다.

4.2 의료 분석 기법 구 에 용 가능한 추론 기법

특정 질병에 한 진단은 주로 기존 환자들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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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료 분석에서 주요 추론 기법의 입출력  장단

Table 2 Pros and Cons of Key Inference Methods in 

Medical Analytics

Inference 

Method
Pros Cons

Decision

Tree

(DT)

Human-readable 

intuitive representation 

of medical knowledge

Easily over-fitted in 

numeric contexts

Support 

Vector 

Machine 

(SVM)

Accurate classification, 

Efficient

Additional cost is 

required to compute 

the probability of 

classification

k-Nearest 

Neighbor 

(kNN)

Accurate classification, 

Strong regression

Expensive 

classification cost

Naïve

Bayes

(NB)

Fast classification

Low credibility on 

probability, Unsuitable 

for numeric contexts

컨텍스트를 기 으로 진단 상자의 의료 컨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거나 의료 컨텍스트의 추세를 악함으로써 

행해진다. 이러한 방식은 분류(Classification) 는 회

귀분석(Regression) 추론 기법을 사용하여 소 트웨어

으로 수행될 수 있다. 추론 기법은 그 종류와 변형 

(Variant)이 50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13]. 본 논문에

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진단 기법에 합한, 효과 인 4 

가지의 추론 기법을 선정한다[14].

표 2는 의료 분석에서 선정한 4 가지 추론 기법의 장

단 을 보여 다.

Decision Tree (DT)는 분류  회귀분석에 사용된다. 

DT는 의료 문가의 지식을 트리 형식으로 직 으로 

표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과 합(Over-fitting)에 

의해 수치형 의료 컨텍스트 처리 능력이 상 으로 낮

아 주로 범주형 의료 컨텍스트 분석에 용될 수 있다.

그림 3은 DT의 크기에 따라 분석에서의 에러 정도를 

보여 다.

DT가 과 합될 경우, 학습 데이터를 다시 분석할 때

그림 3 DT의 크기에 따른 분석 에러

Fig. 3 Analysis Error Rate according as Size of DT

에는 에러율이 낮아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한 분석 에

러율은 높아지게 된다. 학습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는 것

은 큰 의미가 없으며,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한 분

석 정확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과 합을 피해야 한

다. 부분의 의료 컨텍스트는 수치형이므로, DT를 사

용할 때는 수치형 의료 컨텍스트를 범주형 의료 컨텍스

트로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 이다.

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분류와 회귀분석

에 사용된다. SVM은 분석 컨텍스트 에서 일부(Sup-

port Vector)만을 사용하여 분류  회귀분석 함으로써 

성능  효율성이 좋은 장 이 있다. 그러나, SVM은 

분석 결과에 한 직 인 확률 계산을 수행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SVM에서는 확률 계산을 해 추가 인 

계산이 필요하고, 주로 K-Fold Cross-Validation[15]을 

수행한다. 즉, 학습 데이터를 K 등분 하여, K-1개의 데

이터 등분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들

을 확률 계산을 해 사용한다. 확률 계산을 한 데이

터들과 Platt Scaling[16] 등의 기법으로 SVM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크며, 

계산된 확률에 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SVN

은 진단 정확도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하지 않

으며, 의료 컨텍스트 분류  회귀분석을 통한 측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k-Nearest Neighbor (kNN)은 분류  회귀분석에 

사용된다. kNN은 의료 컨텍스트를 사 에 학습시킬 필

요가 없고 분석 정확도가 높은 장 이 있으나 추론 수

행 비용이 상 으로 크다. 분석할 의료 컨텍스트의 크

기와 특징 데이터의 수가 커지면 분석에 높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한, kNN의 분석 성능은 의료 컨텍스

트의 노이즈에 민감하다. 그림 4와 같이, 노이즈에 의해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노이즈를 가지는 컨텍스트 A는 kNN의 라미터인 K

가 3일 경우 Class B로 분류가 되지만, 노이즈를 제거

한 컨텍스트 B는 Class B로 분류된다. 이 게, kNN은

그림 4 kNN을 분석에서 이용한 의료 컨텍스트 노이즈의 

향

Fig. 4 Influence of Noises on Medical Contexts in 

Analytics Using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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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에 민감하므로, 추론 기법 사용 에 의료 컨텍스

트의 노이즈 필터링을 하는 것이 효과 이다.

Naïve Bayes (NB)는 분류에 사용된다. NB는 정 

정확도로 빠른 추론이 가능한 장 이 있지만 추론 결과

에 한 확률은 NB의 독립성 가정(Naïve Independ-

ence Assumption)에 의해 신뢰성이 낮으며, 범주형 의

료 컨텍스트 분석에 합하여 수치형 의료 컨텍스트 분

석 능력이 상 으로 낮다.

추론 기법들은 유형과 장단 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 

분석에 방식과 상황에 따라 한 알고리즘 선택이 필

요하다.

5. 의료 분석 방식에서의 추론 기법 용 지침

각 의료 분석 기법에 따라 용 가능한 추론 기법이 

서로 다르다. 표 3은 의료 분석 기법에 따라 용되는 

추론 기법과 기법의 유형을 제시한다.

표 3 의료 분석 기법 별 용되는 추론 기법

Table 3 Inference Methods Applied for Diagnosis Methods

Diagnosis 

Method

Inference 

Method

Range-

Based

Diagnosis

Trajectory-

Based

Diagnosis

Pattern

Matching-Based 

Diagnosis

DT Classification Regression Classification 

SVM N/A Regression Classification 

kNN N/A Regression Classification 

NB N/A N/A Classification 

추론 기법들의 장단 을 고려하여 의료 분석 기법에

서의 추론 기법의 용 가능성  용 지침을 제시한다.

5.1 범  기반 의료 진단 방식에서의 추론 기법 용 

지침범  기반 의료 분석에서의 추론 기법 용:

범  기반 의료 분석은 특정 시 에서의 여러 의료 

컨텍스트를 상으로 각 의료 컨텍스트의 정상  비정

상 범 를 고려하여 질병을 진단한다. 지식을 직  표

할 수 있는 DT를 사용하여 의료 컨텍스트의 정상 

그림 5 Decision Tree를 이용한 추론 모델의 

Fig. 5 An Example of An Inference Model Using the 

Decision Tree

비정상 범 를 표 할 수 있다.

를 들어, 범  기반 의료 분석으로 수축기 이완기 

압 의료 컨텍스트로부터 고 압, 압을 진단하는데 

DT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추론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림 5는 수축기 압(Systolic Blood Pressure)이 

90 mmHg 미만일 때, 이완기 압(Diastolic Blood Pre-

ssure)이 60 미만이면 압이고, 수축기 압이 120 

mmHg 이상일 때 이완기 압이 80 mmHg 이상이면 

고 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5.2 궤도 기반 의료 진단 방식에서의 추론 기법 용 

지침

궤도 기반 분석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의료 컨텍스트의 

변화를 보고 증감 추세가 비정상 인지를 단한다. 이 

때, 의료 컨텍스트의 노이즈에 의해 증감 추세를 오 하

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분석 에 노이즈 필

터링을 포함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처리한 의료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여러가지 경향

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경향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Mean Shift 

[17]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 의료 데이터를 세그먼트화 

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6은 Mean Shift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367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수축기 압 

의료 데이터를 11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한 처리 결과를 

보여 다.

처리한 의료 데이터의 경향  추세를 DT, SVM, 

kNN 등의 회귀분석 추론 기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그림 6(a)-(k)에 표시되어 있는 직선은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해당 세그먼트의 경향이다.

이 게 구한 연속된 세그먼트들의 경향을 궤도 기반 

의료 진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세그먼트들은 유지, 

증가, 감소 등의 경향을 가지는데, 이러한 경향들은 궤

그림 6 수축기 압의 세그먼테이션

Fig. 6 Segmentation of Sy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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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화를 악하는데 유용하다. 를 들어, 연속된 

세 세그먼트가 증가-증가-증가 경향을 보인다면, 세 세

그먼트를 합치면  더 격하게 증가하는 궤도를 보

일 것이다.

연속된 세그먼트의 경향을 패턴으로 보고, 5.3 에서 

다루는 패턴 매칭 기반 의료 진단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5.3 패턴 매칭 기반 의료 진단 방식에서의 추론 기법 

지침

패턴 매칭 기반 의료 분석은 일정 기간 동안 연속된 

의료 컨텍스트의 패턴을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

법이다. 이 때, 추론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의 의료 컨텍스트에서 보이는 패턴을 학습하고 진

단할 의료 컨텍스트의 패턴을 분석한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추론 모델이 필요한 경우에서 

의료 컨텍스트가 범주형일 경우 DT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진단에 한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면 

SVM이나 NB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SVM은 확

률 계산을 해 추가 인 계산 비용이 소모되며, NB는 

분류에 한 확률에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패턴 매칭 확

률 결과가 필요한 경우 다른 추론 기법을 사용하는 것

이 좋다. 진단에 한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면 kNN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패턴 매칭 의료 진단기법과 DT 추론기법 매핑 경우

에서의 구체 인 용 방법을 보여 다. 그 외의 매핑 

경우에서도 용 방법은 유사하다. 그림 7은 DT를 이

용한 패턴 매칭 기반 의료 분석을 보여 다.

그림 7 Decision Tree를 이용한 패턴 매칭 기반 진단

Fig. 7 Pattern Matching-Based Diagnosis with Decision 

Tree

진단 활동은 DIAGNOSIS(USERi, Tstart, Tend)로, 진

단 결과는(DISEASEx, Severity, Confidence)로 표 된

다. 진단 상자(USERi)의 시간 Tstart, Tend 사이에 수

집된 의료 컨텍스트를 기존 환자의 의료 컨텍스트를 학

습한 DT로 패턴 분석하여 패턴 분석 결과로 질병

(DISEASEx), 그 질병의 정도(Severity), 분석 결과의 

확률(Confidence)을 구한다. 사용자는 학습한 결과를 트

리 모델로서 확인 할 수 있다.

6. 패턴매칭 기반의 의료분석 기법의 구

6.1 패턴매칭 기반의 의료분석 기법 설계

본 의료 분석 시스템은 3개의 주요 컴포 트로 구성

된다.

의료 컨텍스트 리자(Medical Context Manager)는 

애 리 이션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료 컨텍스트를 달

받아 리한다.

의료 분석 기법 리자(Medical Analytics Scheme 

Manager, MAS Manager)는 의료 분석 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의료 분석 기법을 리한다.

의료 분석기(Medical Analyzer)는 의료 분석에 사용

되는 여러 추론 기법과 진단 기법을 이용하여 질병을 

추론한다.

그림 8은 의료 분석 시스템의 주요 컴포 트를 포함

하는 아키텍처를 보여 다.

그림 8 의료 분석 시스템의 아키텍처

Fig. 8 Architecture of the Medical Analytics System

이와 같이, 의료 분석 시스템은 애 리 이션에서 얻

은 다양한 의료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여러 추론 기법과 

진단 기법을 용하여 사용자에게 한 의료 분석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분석기는 그림 9와 같이 략 패턴(Strategy 

Pattern)을 사용하여 한 의료 분석 기법을 선택하기 

해 여러 의료 분석 기법들을 략 패턴으로 모델링 

한다.

그림 9 의료 분석 시스템의 객체 모델

Fig. 9 Object Model of the Medical Analy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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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석기는 의료 컨텍스트를 처리하고 한 의

료 분석 기법과 추론 기법을 동 으로 선택하여 효과

으로 질병을 진단한다.

6.2 패턴매칭 기반의 의료분석 기법 PoC 구

의료 분석 시스템을 PoC 수 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의료 분석 기법을 실험한다. 의료 분석 시스템은 Python 

2.7 기반으로, 주요 컴포 트들을 Python 모듈로 개발

하 으며, 의료 컨텍스트  의료 진단 기법 리를 

해 MongoDB[18]를 사용하며 질병 진단에 scikit-learn 

[19] 라이 러리가 제공하는 추론 기법을 활용한다.

7. 실험 시나리오와 결과

본 장에서는 심장 질환 환자의 ECG 데이터를 추론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정상인과 심장 질환 환자의 

ECG 데이터를 패턴 매칭 기반 진단 기법으로 비교 진

단한다.

이를 해, PhysioNet의 The PTB Diagnostic ECG 

Database (ptbdb) [20]의 심장 질환 환자의 ECG 데이터 

활용한다. 이 ECG 데이터는 14개의 채 에서 수집되었

으며, 본 실험에서는 이들  ⅰ 채 에서 수집된 ECG 

데이터를 학습  진단에 활용한다. 학습 데이터는 

ECG 측정치 1,680,000개이고, 진단에 활용하는 테스트 

데이터는 ECG 측정치 720,000개이다. 이 데이터는 각 

10명의 정상인, 심근 경색(Myocardial Infarction), 심장 

비 증(Hypertrophy), 각차단증(Bundle Branch Block) 

심장 질환 환자로부터 고르게 수집되어 학습  테스트

에 유의미한 크기와 분포를 가진다. 본 실험은 심장 질

환 종류를 데이터의 클래스로 정해 추론 기법을 이용하

여 학습하고, 학습한 추론 모델을 기반으로 정상인과 심

장 질환 환자의 ECG 데이터를 패턴 매칭 기반 진단 기

법으로 비교 진단한다.

그림 10은 정상인  심장 질환 환자의 표 ECG 데

이터 패턴을 보여 다.

그림 10 추론 모델 학습을 한 의료 컨텍스트

Fig. 10 Medical Contexts for the Training Inference Model

그림 11 진단 소요 시간  진단 결과의 정확도

Fig. 11 Elapsed Time and Accuracy of Diagnosis

정상인  각 심장병 환자의 ECG 의료 컨텍스트는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 를 들어, 정상인의 T 패턴

과 심장 비 증 환자의 T 패턴이 서로 다르다. 추론 기

법에서 ECG 데이터를 특징(Feature)으로 PQRST 패턴

의 각 지 의 값, 각 지  사이의 시간, 한 PQRST에서

의 체 ECG 데이터, ECG 데이터의 평균, ECG 데이

터의 분산을 고려한다.

그림 11은 추론 기법 별 진단에 걸린 시간과 진단의 

정확성을 보여 다.

10회의 진단 수행 결과, NB가 진단 소요 시간이 가

장 짧았으나 추론 정확성은 가장 낮았다. ECG는 수치

형 의료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DT에서의 진단 소요 시

간이 매우 높다. SVM은 빠르고 상 으로 높은 정확

도를 보이며, kNN은 SVM 보다는 느리지만 가장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인다.

그림 12는 심장 질환 진단을 한 DT를 보여 다.

ECG 데이터 시리즈의 특정 치에서 값을 비교하여 

하  이진 트리를 구성하고, 트리의 리  노드에 분류 

결과에 한 정보를 표시한다.

결론 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면 

진단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DT를 사용하는 것

이 좋으며 빠른 진단 속도가 요구되면 SVM을, 높은 진

단 정확도가 요구되면 kNN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

다. 단, SVM에서 진단 확률을 구하게 되면 추가 계산 

비용이 들어, 진단 소요시간이 50ms으로 늘어난다. NB

는 매우 낮은 진단 정확도를 보여 ECG 의료 컨텍스트

분석에는 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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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심장 질환 진단을 한 DT의 

Fig. 12 Example of DT for Diagnosing Heart Diseases

표 4는 의료 진단 비기능  요구사항을 한 련된 

가이드라인과 ECG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정 정확도로 높은 성능을 원하는 경우, 네 가지 추

론 기법 에서 SVM이 합함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

었고, 실험 결과 한, SVM이 17ms의 분석 소요 시간

과 70%의 정확도를 보여, 가이드라인과 일 성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정 성능과 확률 계산이 필요하고 높은 정확도를 요

구할 경우, SVM은 확률 계산을 제공하지 않아 용하

기 합하지 않고, kNN이 높은 정확도와 정 성능을 

제공하여 용이 합하다. 실험 결과 한, kNN은 

21ms 분석 소요 시간과 80% 분석 정확도를 보여 가이

드라인이 유효함을 보여 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추론 모델이 필요할 경우, 본 

트리 형식의 시각화된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DT를

표 4 요구사항 별 련 가이드라인과 실험 결과

Table 4 Related Guidelines and Experiment Results on 

Requirements

Requirements Guideline Result

To prefer high 

performance with 

moderate accuracy

SVM is efficient 

and accurate.

SVM (17ms 

Elapsed Time, 

70% Accuracy)

To prefer high

accuracy with moderate

performance and 

confidence value 

(probability)

SVM does not 

provide probability 

estimation.

kNN is accurate

kNN (21ms

Elapsed Time,

80% Accuracy)

To require 

human-readable model

DT supports 

human-readable 

knowledge models

DT

사용하는 것이 효과 임을 가이드라인에서 보 고, 실험

을 통해 실제 시각화된 DT 모델을 확인하 다.

8. 결 론

본 논문은 의료 문가가 사용하는 다양한 의료 분석 

방식을 소 트웨어 으로 지원하기 한 효과 인 데이

터 처리  추론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

서는 다음을 수행하 다. 

∙의료 분석 기법을 정형화 하여 의료 분석 기법 정형 모델

을 제시

∙의료 컨텍스트의 특징을 고려한 데이터 처리 기법을 제시

∙의료 분석 기법 별로 효과 으로 용되는 추론 기법을 

식별

∙의료 분석 기법에서 추론 기법을 용하기 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패턴 매칭 기반의 의료 분석 기법을 수행하는 추론 시스

템을 PoC 수 에서 개발

∙추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ECG 의료 컨텍스트를 분

석하여 심장질환 질병을 진단함으로써 제시한 의료 분석 

기법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 임을 검증

∙실험에서 의료 진단에서 추론 기법 별 소요 시간  정확

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시한 추론 기법 용 지침이 

효과 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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