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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저의 인생에 많은 깨우침을 주었던 대학원 석사과정의 끝에서 어느덧 조그마
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폭넓은 시각과 사고를 배울 수 있었던 너무나 소중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부족한 저에게 보건정보학이란 학문에 눈뜨게 해주시고,연구
하는 자세와 방법을 가르쳐주신 채영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
고 바쁘신 중에도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자상히 지도해주신 임환섭 교수님,김인
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의료정보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곽연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마지막까지 힘과 용기를 넣어준 이수경 선생님,최혜영 선생님께 고

마운 마음을 전하고,대학원 입학부터 논문까지 같이해온 박병배 선생님,김수경
선생님,이영곤 선생님,김명철 선생님,왕경혜 선생님,박광희 선생님 그리고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을 같이 했던 채호진 선생님,서숙경 선생님,김곤희 선생
님,이진 성생님,김선희 선생님,이태원 선생님,김화영 선생님,김미정 선생님
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 중에도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회사 직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무엇보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어머님과
아내인 장선미님 그리고 두 아들 건주,건우와 가족에게 희망을 심어준 태어난
지 20일여일 지난 막내딸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06년 2월
최 영 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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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조속한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 환자 진단 치료시기를 단
축하고자 검사실 인증기관에 한하여 진단검사의학과로부터 발생되는 환자의 검
사결과 및 진료 기록 등을 기초로 하여 검사결과의 적절성 검토를 한 후,진단
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해당 환자의 주치의에게 종합검증 판
독 소견서를 작성 보고한다.해당 주치의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진단과 치료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환자는 입원 후 빠른 쾌유와 입원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그러나,대부분의 병원에서 급
증하는 환자와 다양한 검사로 인하여 종합검증 판독 보고서 제작에 시간과 인력
이 많이 소요된다.환자의 진료정보,입원정보 등의 통합된 정보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환자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이들 정보를 신석 정확하게 분석하
여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자 지능형 종합검증 판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
게 되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각 과 전문의의 지식을 습득하고 객체지향 기법을

이용하여 지식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이를 규칙으로 표현하였다.실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입원기록과 임상병리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구축된 규칙베이스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개발된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독 자동
화 시스템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소견 결과를 비교하여 93.0%의 소
견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검사결과 해석의 자동화를 위한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독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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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병원에서 검사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입원환자의
종합검증 판독 소견서 제출에 걸리는 시간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진단검사의
학과 전문의의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효율적인 진단이 이루어져 환자 만족
도와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다른 업무와의 병행이 가능하여져 환자의 건강 증
진과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1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의료분야의 정보화는 병원 등 환자를 직접 접하게 되는 임상적 환경에서의
정보 흐름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처방 전달 시
스템을 사용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더 나아가 전자 의무 기록과 정보를 활
용한 응용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주로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가지고 각종 검사를 시행

하는 진료지원부서로서 임상병리 검사결과는 임상 의사들의 진료결정(medical
decisionmaking)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임상병리검사는 합리적인 임상
진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며 임상의학과 예방의학에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Ohkubo,1995).이처럼 환자 진료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독 소견을 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많은 시간적 소모와 정보 통합 조회에 필요한 시스
템 부재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소견 제출이 어려워 종합검증 판독 시스템에 대
한 수정 보완이 강조 되었다.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전문 지식이 포함된 소
견서는 해당 주치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 및
치료 시기와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많은 임상병리검사와 임상
의사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전문성의 요구도가 증가됨에 따라 검사결과를 해석하
고,추가처방을 제공하여 임상의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2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 검사결과가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척도가 됨에 따라 임상

병리 정보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LIS)은 병원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그러나 모든 검사자료를 지능형으로 전산화
하거나 병원의 주 전산환경과 지능화된 진단검사의학과의 통합된 정보시스템은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고 있다.일차 의료 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전산화 계획 시
행 시 다른 분야와 함께 동등한 속도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LIS이며 다
른 분야의 전산화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도 LIS의 전산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윤종현 외,1993).이처럼 진단
검사의학과는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검사 의뢰처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동시
에 검사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신뢰도를 극대화하여 다량의 검사결과를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통합 관리하여 누적된 검사결과 관리를 관리하고,의료
보험 청구업무 및 각종 연구지원 등에 의한 다양한 자료검색 요구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병리 검사실의 전산화는 일반검사정보시스템,미생물정보시스템,혈액은

행정보시스템,시약관리,직원관리 및 문서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행정 시스템으
로 대변할 수 있다.검사방법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의학지식
없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검사 종목들도 개발되어 단순 검사결과보다는 보다 해
석적이며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정보 보고시스템에 대한 임상 의
사들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증가하는 정보의 양에 비례하여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임상분석에 있어서 자동화 임상병리 시스템이 널리 확산되었
다(Maeda등,1995).Schoolman과 Bernstein(1978)은 검사 결과 해석 및 진단에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양의 임상병리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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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DecisionSupportSystems,DSS),전문가 시스템(ExpertSystem,ES)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임상 의사에게 임상 진료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Peters등,1993). 지식베이스 시스템
(knowledgebasesystems)이나 진단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diagnosticdecision
supportsystems)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문가 시스템은 임상 의사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tels등,1995:Swets,1998).
지금까지 전문가 시스템 기법을 도입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

되고 있으며 입원환자와 해당 주치의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시
스템을 이용한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독 자동화 시스템 개발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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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병원 내 신규 입원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임상병리
검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소견작성의 자동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한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종합판독소견 자동화 시스템(Intelligent Diagnosis
LaboratoryInformationSystem,IDLIS)을 개발하고,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을 그 목적으로 한다.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LIS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베이스와의 호환가능 모듈을 개발한다.
둘째,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 자동판독 모듈을 개발한다.
셋째,진단검사의학과 자동판독 모듈의 판독 결과와 환자 진료 정보,기타

검사정보,과거이력정보를 이용한 진단모듈을 개발한다.
넷째,개발된 IDLIS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임상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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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임임임상상상병병병리리리 정정정보보보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환환환자자자 검검검체체체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정정정도도도관관관리리리

가가가...임임임상상상병병병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정정정의의의

LIS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정보의 전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
보시스템으로서 검사의뢰로부터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의 검사업무를 신속․정
확하게 처리하고,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진료와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임상병리학,1996).

나나나...진진진단단단검검검사사사의의의학학학과과과의의의 환환환자자자 검검검체체체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정정정도도도관관관리리리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정도관리는 변화치 검색(Deltacheckvalue)과 경고치
검색(Panicvaluecheck)을 들 수 있다.변화치 검색이란 환자의 최근 검사 결과
와 현재 검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환자 상태의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고,그
변화 폭이 항상 일정범위 이상을 벗어 날 때,그 검체를 재검해서 확인하는 방
법이다.즉 과거 검사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현재의 검사 결과가 현저하게 변
하면 이 검체가 검사 전,검사 중,검사 후 오차의 발생이 있었을 가능성이 다른
검체보다 커지므로 이에 대한 오차의 원인 규명과 재검을 통해 오차를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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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실제 정확한 측정값일 경우 현저한 측정치간 변화는 임상 의사도 빠른 시간
내에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변화치 검색은 검사실 내부의 정도관리
와 환자의 경과 추적의 양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일반적으로 변화치를
검색하는 데에는 4가지로 분류한다(Lacher&Connelly,1988).
변화 차(deltadifference)=현재 검사치 -이전 검사치
변화 비율(deltapercentchange)=(변화차 /이전검사치)*100
기간 당 변화 차(ratedifference)= 변화차 /변화 기간(deltatime)
기간 당 변화비율(ratepercentchange)= 변화비율/변화 기간(deltatime)

경고치 검색이란 환자에 대한 빠른 임상적 결정을 요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
기보고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검사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을 넘는 값에 대하
여 재검 및 조기보고를 통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변화치 검색과 경고치 검색은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정도관리방법으로서 무

작위 오차(random error)를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
러한 정도관리는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이러
한 축적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병태생리적 이해를 진전시키는데 공헌을 한다.

222...지지지능능능형형형 종종종합합합검검검증증증 판판판독독독 자자자동동동화화화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역역역사사사적적적 배배배경경경

가가가...임임임상상상병병병리리리 정정정보보보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현현현황황황

국내 임상병리 분야의 정보시스템은 병원 정보시스템 중에서도 상당한 발전
을 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으로의 편의가 향상되어 향후 전문가 시스템과 통합되
어 이용되는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LIS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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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단검사의학과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데이터 관리 시스템(data
managementsystem)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개발 도구,사용자
요구 분석에 관한 지식의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나나나...국국국외외외 진진진단단단검검검사사사의의의학학학과과과 분분분야야야의의의 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외국에서 개발된 진단검사의학과 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은 기능에 따라 크게
임상검사 의뢰 시스템(laboratory ordering system),결과 해석 시스템(result
interpretationsystem), 치료약물 의뢰 시스템(druglevelorderingsystem)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Edward(1995)와 Boon(1995)등은 DSS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임상검사 의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결과 해석 시스템으로는
(Marchevssky,1993),Edward(1993)가 개발한 임상화학검사 결과의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rule-basedexpertsystem)을 이용하여 암의 단계를 결정하는 시
스템이 있으며,Pohl(1993)이 개발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의 결과가 기존 지식만
으로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 지식베이스(knowledgebase)를 이용하여 해석
을 내리는 시스템과 임상검사 결과로 질병의 진단․중증도․치료결과 등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는 시스템(Eliuotina,1995)등이 있다.
약품 의뢰 시스템으로는 진단검사의학에서 실시한 약물농도 검사 결과를 이

용하는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Harrison,1995)등이 있다.

다다다...국국국내내내 의의의료료료분분분야야야의의의 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국내에도 외국의 연구 보고와 유사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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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중 연세대학교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질병 관
련 전문가 시스템으로 개발된 의료분야 전문가 시스템의 첫 번째 구현은 이비인
후과 질환 중 난청을 호소하는 41개 질환을 연구 대상으로 한 난청 진단시스템
이 있다(채영문 등,1989).이 시스템은 규칙 기반시스템을 위주로 하였으며,추
후에 DSS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임상분야뿐만 아니라 병원관리부문에 더 유용하
게 쓰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신경회로망,사례기반추론,통계적 방
법을 사용하여 구현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며,피부반응검사 판정의 표준화 및
이에 대한 영상처리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를 임상에 적용하였다(채영문 등,
1995).그 외에 기관지 천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채영문
등,1996).전문가 시스템의 응용으로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 및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채영문 등,1996).그리고 LIS와
관련된 전문가 시스템으로는 백혈병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시스템(채영
문 등,1998)을 들 수 있다.이 연구는 백혈병 진단을 위한 사례기반 추론,규칙
기반 추론,신경회로망,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외의 연구로는 임상병리
종합검진 자동 진단 시스템(채영문 등,1999)등이 있다 하겠다.
타 연구기관의 의료용 전문가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발현 빈도가 높은 10개

의 간호진단을 대상으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간호진단시스템(김정애 등,1992)
과 규칙 기반 추론을 이용한 신장질환 진단 전문가 시스템(김은경 등,1995)등
이 개발된 바 있다.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시스템이 전체 문제영역 중 일부분만
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전체시스템 개발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데모용 프로토타입(demonstrationprototype)또는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개발
되었으나 테스트 및 수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의 연구용 프로토타입(research
prototype)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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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고고고찰찰찰

가가가...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의 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써 특정분야 전문가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지식을 컴퓨터 내부에
표현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거나,전문가의 문제 해결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James,1988;Kamran,1988;John,1994;Waterman,
1986).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문가의 의사결정 능력을 실험 할 수 있을 때 이것
을 전문가 시스템이라 부른다(Bielawski,1991). 데이터 처리는 어떠한 데이터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전문가에게 보여주어 해당 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지만,지식 처리는 지식베이스의 지식을 이용한 추론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
까지 제시해 주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의 결과를 이용하기도 한다.
어떠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는 아래와 같다.
① 지식이 사장되어 가거나 공유되어야 할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경우
② 의사결정이 복잡하거나 고려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③ 전문가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며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경우

④ 단순한 수치계산 문제가 아닌 지식의 추론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인간이 전문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 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표 1에서와 같이 전문가 시스템의 인공지식이
인간의 전문지식에 비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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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Buchanan,1985;Riesbeck,1989;Jane,1993).

인인인간간간의의의 전전전문문문지지지식식식 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인인인공공공지지지식식식
소멸성 영구성
전달이 어렵다 전달이 쉽다
기록이 쉽다 기록이 어렵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관성이 있다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표 1.인간 전문지식과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식의 비교

나나나...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구구구조조조

전문가 시스템은 기존의 알고리즘 위주의 프로그램과 다르게 특정분야에 대
한 전문지식이 사실(facts)과 규칙(rule)의 형태로 저장된 지식기반과 이를 토대
로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는 추론엔진(inferenceengine),그리고 입력되어진 사실
들과 추론된 결과 등을 포함하는 작업공간(workingmemory)으로 구성되어 있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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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전문가 시스템의 구조

다다다...의의의료료료 분분분야야야의의의 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최근 의학 분야에서 컴퓨터가 단순한 환자 데이터의 관리에서부터 진단 및
치료의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크게 대별하면 통계

학적 또는 확률적인 방법을 사용한 의사 결정 지원 체계와 질병의 임상소견 및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의학용 인공지능 모델로 나눌 수 있다(정승규 등,
1990).
의학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임상적 알고리즘

과 고식적인 통계학적 접근 방법에는 여러 제한점이 있다.이러한 접근 방법들
은 제한된 가설에서부터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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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왜냐하면 의학 지식이나 패
턴 인식(pattern recognition)기법 및 경험적 접근 방식(heuristic approach)
만으로는 의학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의학 분야에서의 전문가 시스템 응용은 Stanford대학의 MYCIN(1976)으로부

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진단 프로그램은 뇌막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약제의
처방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Carnegie Mellon대학의 CADUCEUS(Pople,
1982)는 500개의 내과분야 질환을 증상과 임상검사 결과로 진단하는 프로그램으
로서 의미망(semanticnetwork)을 이용하는데 MYCIN과 함께 대형컴퓨터나 소
형컴퓨터를 이용한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프로그램은
CedarssinaiMedicalCenter의 “Cortex”로서 이것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invasivediagnostictest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실제 환자의 자료를 처
리하여 귀납적 추론(inductivereasoning)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규칙을 창출해낸
다. 이 외에도 Hodgkin's,Non-Hodgikin'slymphoma환자의 치료를 위한
ONCOCIN,CADUCEUS의 후속인 INTERNIST-I(Miller,1986)등이 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전문가 시스템을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Weiss등은 혈청 전기영동 패턴을 해석할 수 있는 EXPERT란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이 시스템은 82개의 규칙과 38개의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Weiss(1978)는 이 시스템을 심장 동위원소 패턴(cardiac isoenzyme pattern)
과 갑상선 기능검사(thyroid function test)에 응용하였다.1984년 Smith등은
EXPERT와 다른 전문가 시스템을 응용하여 해석식 보고(interpretive
reporting)방법에 대해 보고하였다.LiD Xu(1995)는 AIDS의 조기 진단을 위
하여 규칙 기반 추론(rule-based reasoning)과 사례기반 추론(case-based
reasoning)을 각각 사용하고 이를 혼합한 병합 모형(hybridmodel)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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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obbs(1995)와 Andy(1996)는 각각 과지방혈증(hyperlipidaemia)과 헤모글
로빈 장애(hemoglobindisorder)를 진단하기 위해 규칙 기반 추론을 사용하였
다.
Innis(1997)는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지(fuzzy)이론과 패턴인식을

사용하였으며,Likothanassis(1995)는 신경회로망(neuralnetwork)을 사용하여 자
궁경부암을 분류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시스템의 응용 분야로는 순차적 검사(sequentiallaboratorytesting),

검사 일정관리(testscheduling),내분비 검사 진단(endocrinediagnosis),응고질
환의 진단 및 치료(diagnosisandtherapyofcoagulationdisorder),적혈구 항체
동정(erythrocyteantibodyidentification),의학지식의 코드화(codingofmedical
knowledge),사례 찾기(case-finding),서술형 병리 진단(narrative pathologic
diagnosis), 병리생리 교육(instruction in pathophysiology), 전공의 교육
(residency training), 임상 진단 및 치료(general clinical diagnosis and
management)등이 있다.

라라라...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주주주요요요 기기기법법법

전문가 시스템에 관련된 주요 기법은 전문가 시스템 개발도구,지식획득
(knowledgeacquisition)기법,지식표현(knowledgerepresentation)기법,추론제
어(inferencecontrol)기법,사용자 인터페이스(userinterface)설계 기법,설명
모듈 설계 기법 등이 있다.

1)전문가 시스템 개발 도구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분야는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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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고 이러한 지식을 올바르게 저장하고,저장된 지식을 이용,정확하게 추론
하여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또한 이런 지식의 수가 적을 때에는 절차
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나 인공지능 언어를 이용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으나 지식
의 수가 많아지면 획득한 지식을 정확하게 작성하기가 어렵다.더구나 전문가
시스템 개발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저장된 지식을 이용하
기 위해 추론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전문
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효율적인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시스템 개발도구를 이용한다.예를 들어 NeuronData
사의 IntelligentRulesElement(IRE)4.1과 같은 도구는 획득한 지식을 손쉽게
규칙적으로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작성된 지식의 문법을 체크해 줌으로써 지식의
수가 많을 때 수작업으로 규칙들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시켜
준다.또한 대부분의 전문가 시스템 개발도구는 자체적으로 추론 메커니즘을 갖
고 있어 저장된 지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게 해 주며
일반적으로 통합 환경을 갖고 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하도록 해 준다.

2)지식획득 및 지식베이스 구축
지식획득이란 컴퓨터 내부에 주어져 있는 지식표현 구조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문가,문헌,데이터베이스,직관,경험 등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지식
을 획득하는 것이다.
지식획득 과정에 관련되는 인적인 요소들은 지식공학자와 도메인 전문가

(domainexpert)로 나눌 수 있다.지식공학자는 인간 사고의 메커니즘 자체를 연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연구하는 인력을 말하며,
도메인 전문가는 어떤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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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전문가의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그림 2와 같이 문제인
식,개념화,정형화,구현,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재규,1996).
지식 획득의 첫 단계는 문제 인식으로 주어진 문제영역의 성격에 대하여 검

토하고 중요한 특성을 규명하여 초기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개념화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개념과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단

계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가?”,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
가?”,“규칙이 적절한 표현 방법인가?”,“지식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이 만들어 져야 한다.
정형화 단계에서는 실제로 지식기반 시스템의 구축 언어들의 지식 표현 방법

을 사용하여 전 단계에서 주로 서술적으로 정의된 주요 개념,정보흐름 특성,관
계들을 정형적인 표현 형태로 변환한다.
구현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의 성능과 효용성을 평가하며 필요시

수정도 할 수 있도록 한다.즉,지식 획득의 관점에서 검증한다면 표현된 지식들
이 모두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6

문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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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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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모형화

그림 2.지식 획득 과정

전문가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식베이스이다.이는 교과서적 지식
과,신념 및 경험적 지식들로 구성된다.여기서 경험적 지식들이란 숙련된 전문
의에 의해 습득된 경험들을 의미하며,지식 공학자에 의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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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객체 등

그림 3.지식베이스 구축

이 지식베이스는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사실과 데이터
를 받을 수 있으며 입력된 지식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고 사람에게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추론 엔진을 갖고 있다.

3)지식표현
지식표현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과 관계성 등을 코드화 하

여 지식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지식베이스 모듈에
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법이다.
지식표현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의 지식표현 방법인 서술 논리

(predicatelogic),프레임(frame),스크립트(script),의미망(meaningnetwork),생
성규칙(productionrule)및 객체지향(objectoriented)에 기반을 둔 지식표현 기
법 등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지식베이스 구축 시
지식 표현 기법 중에서 IF<condition>THEN <action>의 생성규칙을 이용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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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표현 방법과 각 지식을 클래스,객체 및 속성 등으로 분류한 객체지향 기법
을 혼합한 혼합형 지식 표현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표현을
이용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확장성의 증대는 물론 주
어진 문제들을 개발자 및 사용자가 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서 인간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그대로 표현 할 수 있게 해주므로 문제
영역과 해결 영역의 모델링이 쉬워진다.
인공지능을 상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시스템은 전문가 시스템이지만 채택해

야 하는 지식의 양이 방대하여 지식표현이 난해하며,지식을 용도별 또는 내용
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다.그러나 지식표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식표현의
일반화(generalization),즉 선택된 지식은 보다 일반적이어야 하며,표현된 지식
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easytounderstand),표현된 지식
에 추가하여 지식을 삽입,삭제 혹은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지식 표현을
크게 수정함이 없이 작업할 수 있어야 하고(easytomodify),가능한 추론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을 표현하여야 한다.

4)추론
추론이란 알려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 때 명제들의 참값은 알고 있거나 가정된다.다시 말해서 지식베이스에 저장
된 지식을 탐색하는데 기본적으로 전향 추론(forwardchaininginference),후향
추론(backwardchaininginference)및 혼합형 추론(hybridinference)기법 등이
있다.
전향 추론은 이용 가능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원하는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

이다.후향 추론은 특별히 주어진 결론을 입증하거나 부정하고자 할 때 불필요
한 사실의 도출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다.혼합형 추론은 전향 추론 및 후향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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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장점만을 채택한 추론방법으로서 경우에 따라 전향 추론 혹은 후향 추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혼합형추론 기법과 여러 가지 추론메커니즘을 혼
합하여 필요시 전향 추론의 개념과 후향 추론의 개념이 상호 적용되어 원하는
결과를 추론해 내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시스템 도구에서 제
공되는 기법이다.

5)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질의 응답
장치,메뉴방식을 이용한 장치,자연어 처리장치 및 그래픽 인터페이스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전문가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주요 기법이 아니

라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적용되는 기법이다. 즉,인간과 시스템 간에 상호
작용을 원활히 하여 컴퓨터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컴퓨
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기 위하여 도형적인 방
법을 이용하여(예:그래픽,기호 등)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결과
나 각종 정보를 보여 주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멀티미디어와의 결합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전문가 시스템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며 기여하게 된다.
6)설명 모듈 설계
설명 모듈은 사용자에게 시스템이 “어떻게(how)결론을 내렸는가?” “왜

(why)특정 결과를 필요로 하였는가?”하는 결론이나 중간결과에 도달하게 된
추론과정을 사용자에게 설명해 주는 기능이다.즉,추론의 수행과정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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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설명을 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의 의문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듈이다.
설명을 하는 방법은 “왜”라는 질의가 들어온 경우 시스템에서 수행된 현재의

규칙들을 보여 줌으로써 설명을 하며,“어떻게”라는 질의가 들어온 경우 목표를
유도하여 주는 추론의 과정을 추적하여 보여 줌으로써 설명한다.이 설명의 기
능은 첫째,시스템의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이다.이는 시스템 유지,보수뿐만 아
니라 중간결과나 결론을 수시로 보여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
고 어떤 방향으로 추론이 나아갈지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둘째,교육기능의 제
공이다.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느끼게 하거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
다는 점이다.

마마마...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개개개발발발과과과정정정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
식을 획득하고 획득한 지식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후 적당한 개
발도구(tool)를 이용하여 시스템화하고 시스템이 제시한 예를 검증 및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그러므로 처음에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
템을 만들어 보고,여기에 점차적으로 시스템의 구성과 지식 표현을 조직적으로
향상시켜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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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Representation

Knowledge Acquistion

Testing, Verification, Validation

Implementation, Integration

Maintenance

그림 4.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과정

바바바...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응응응용용용범범범주주주

① 해석용(interpretation)전문가 시스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표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추론하여 해

석 능력을 제공하는 전문가 시스템. 공장에서 공정상황 예측을 위하여 게이
지 판독기를 이용하여 상황을 해석하여 주는 전문가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② 예측용(prediction)전문가 시스템
대표적인 전문가 시스템의 일반적인 응용범주로서 과거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증권
시세 예측,유가(oilprice)예측 전문가 시스템 등이 있다.

③ 진단용(diagnosis)전문가 시스템
일반적으로 현상의 특징이나 구성품 설계에 관련된 지식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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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의 어느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추론하여 진단결과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전문가 시스템이다.각종 통신전자 무기 체계 장비의 고장진단은
물론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LAN,WAN 등의 컴퓨터 고장진
단,환자진단,비상시 진단 및 조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④ 설계용(design)전문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사항이 주어졌을 때 원하는 물체의 형상을 개발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⑤ 모니터링용(monitoring)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내의 지식베이스에서 실제적인 데이터와 대상 시스템의 오

류 데이터를 비교하고 대상시스템이 고장 시 일어나는 현상을 모니터링 하여 사
용자에게 경고하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⑥ 디버깅용(debugging)전문가 시스템
고장 혹은 비정상 현상을 미리 규칙으로 지식베이스에 구축하여 어떤 고

장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⑦ 교사용(instruction)전문가 시스템
시스템이 교사가 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생이 되어서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질의응답을 실시하게 된다.

사사사...전전전문문문가가가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도도도입입입 단단단계계계(((IIImmmpppllleeemmmeeennntttaaatttiiiooonnnssstttrrraaattteeegggiiieeesss)))

임상병리 검사실의 전문가 시스템 도입과정도 여타 분야의 경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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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에는 독립된 컴퓨터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stand-alone expert
system)이 되고 점차적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expert
system embeddedinthelaboratoryinformationsystem)들이 도입되며 병원 정
보 네트웍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networked
expertsystem withdistributeddata-baseprocessing)으로 발전하게 된다.

1)단독형 전문가 시스템
초기단계는 상용화된 전문가 시스템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단독형 시스템의 주된 장점으로는 비교적 경제적인 가격으로 전문가 시스
템을 개발,유지,보완할 수 있다.단점으로는 다른 전문가 시스템이나 진단검사
의학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어려워 전문가 시스템에서 요구한 검사결과를 직
접 입력해 주어야 한다.

2)검사정보 시스템과 연계형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을 검사 정보 시스템과 연계시킴으로서 단독형 시스템의 단점

을 해결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검사 정보 시스템은 전문가 시스템으로부터 문
자적 추론(symbolicreasoning)이 가능하게 되고,전문가 시스템은 검사정보 시
스템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검사 정보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의 모델로는 미국 Utah주 SaltLake시의

LDS병원의 HISHELP시스템이 있다.HISHELP시스템은 환자의 인적사항,검
사정보,약물정보 및 보조 정보와 HELP시스템이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각종
처방을 추적 관찰하게 되어있어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는 처방이 내려지게 될 경
우 경고 메세지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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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네트웍형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의 가장 발전적인 형태는 네트웍에 연결되어있는 다양한 시스

템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 교환의 표준이 만들어지면
서 전문가 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Groth(1988)등은 네트웍과 연계
된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하여 인간 전문가가 3시간을 소요하여 해결해야 할 과
제를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10분대에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효율
적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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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규규규칙칙칙 기기기반반반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가가가...규규규칙칙칙 기기기반반반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구구구조조조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병명을 추정하는 추론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지식베이스
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구조인 생성시스템으로도 불려지는 규칙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지식을 IF절 및 THEN 절의
규칙형태로 표현하고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작업메모리에 저장,추론
엔진에서 규칙의 조건부와 데이터를 비교하여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들을
수행함으로써 규칙의 실행부분의 환경을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규칙 기반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5와 같이 생성메모리(production

memory),작업메모리(workingmemory)로 이루어진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식베이스지식베이스지식베이스지식베이스

Working memory
사실들의 집합

Production memory
규칙의 집합

패턴매칭

충돌해결

실행

규칙사실

Inference Engine

제어기능

사실

그림 5.규칙 기반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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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메모리 :지식을 IF<condition>THEN<action>의 규칙집합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condition>은 작업메모리 내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면 <action>부분에 기술된 내용을 실행하는 정보로 새로운 사실
이나 가정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 작업메모리 :지식베이스에 구축된 각종 사실과 규칙 중에서 추론에 사용
사실이나 규칙을 이용하여 새롭게 추론된 사실을 임시로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메모리로 단기정보라 말한다. 즉,사실의 일시적 저장 장소로서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들의 집합으로 구성하였다.

• 추론엔진 :규칙 기반 시스템의 제어와 추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추론
시 패턴매칭,충돌해결 실행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생성메모리와 작업
메모리의 내용을 가지고 현 상태를 목표 상태로 만들어 간다.

나나나...규규규칙칙칙 기기기반반반 추추추론론론

1)추론 엔진
추론엔진은 규칙 기반 시스템의 제어와 추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추론시

패턴매칭→충돌해결→실행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생성메모리의 내용을 가지고
현 상태를 목표 상태로 만들어 간다.

2)패턴매칭 단계
작업메모리 내의 사실과 생성메모리 내의 조건부를 비교하여,조건에 맞는

사실이 있으면 규칙의 조건부내의 변수에 데이터의 특정한 값을 지정함으로써
규칙-사실 쌍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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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돌해결 단계
패턴매칭 단계에서 만들어진 규칙-사실 조건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최적

의 규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실행 단계
선택된 규칙-사실들 중에서 실제 결론부를 수행하여야 할 규칙을 시행한다.

결과는 작업메모리로 되돌려져서 메모리의 내용 일부를 변화시킨 후 다음번 추
론에 쓰이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를 순서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추론을 해나가는데 조건에 해당

하는가를 체크하는 규칙이 실행되거나,더 이상 규칙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추론이 끝나게 된다.

555...객객객체체체지지지향향향 개개개발발발 방방방법법법론론론(((OOObbbjjjeeecccttt---ooorrriiieeennnttteeedddttteeeccchhhnnniiiqqquuueee)))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는 크게 분석,설계,구현으로 나눌 수 있다.분석은 사
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사용자와 개발자간의 대화를 통
해 계속된 요구사항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한
다. 설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하여 정의하는 과
정에서 실세계가 아닌 시스템으로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이다.즉 분석이 실세계
의 한 부분을 모델화 하는 것이라면 설계는 정보시스템으로 모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의 중요 활동으로 품질 보증은 요구사항의 일치 및 전체적
인 목표의 만족 여부를 알아보는 검증과 설명된 요구사항 및 실제 사용자 요구
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알아보는 확인단계가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과 개발도구들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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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전산화 문제 영역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이 곤란해지고 개발과정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개발 기간 단축의
요구,요구 사항의 빈번한 변경,유지보수 비용의 증대 등이 소프트웨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객체지향방법론이 1960년대 초반부
터 등장하였다(김원,1994).
각각의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데이터’와 ‘처리’를 바라보는 관점

에 차이가 있다. 구조적 방법론은 처리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데이터는 처
리에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로 취급하며 정보공학 방법론은 데이터를 보다 중요
시 여기는 자료 중심의 접근방법이다.이에 반해 객체지향 방법론은 혁신적인
개념으로서 데이터와 처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 캡슐화 되고
상호 연관되는 객체의 집합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는 개념이며 원리이다
초기의 객체지향 방법론은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객체지향 분석과 객체지향 설계의 중요성이 인
식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사용자의 요구사항으로부터 객체를 추
출하며 객체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관점을 속성으로,객체가 수행하는 연산처리
를 오퍼레이션으로 정의함으로 복잡한 실세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모델화할 수
있다.따라서 사용자의 빈번한 요구사항 변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객체
개념에 의해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향상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객체지향 시스
템의 생산성과 품질은 다양한 평가차원에서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객체 지
향 개발 방법론에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객체(Object)
서술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어느 것이든 객체가 될 수 있다. 객체는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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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그 특징을 갖는다.그리고 객체 식별자 즉,값 또
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식별된다.

2)클래스(Class)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객체의 집합을 클래스라 한다.모든 객체는 그 객체를

포함하는 클래스가 있고 객체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instance)가 된다.클래스
는 클래스가 지니고 있는 각 멤버의 특징을 정의하는 템플릿(template)의 역할
을 한다.또한,특징을 정의하기 위해서 더 많은 클래스가 필요하다면 하위 클래
스(subclass)로서 정의 할 수 있다.

3)속성(Property)
객체의 특성을 그 객체의 속성이라 한다.

4)상속(Inheritance)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으로 한

클래스에서 정의된 속성들은 계층 관계를 기본으로 다른 클래스가 공유하도록
하여 정보를 개념적으로 조직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추상화(Abstraction)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객체를 모아서 클래스를 표현하는 것을 추상화라 하

며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를 인스턴스화라 한다.

6)켑슐화(Capsule)
캡슐화는 데이터와 이들 데이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메소드인 연산을 모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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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시키는 것이고,객체는 캡슐화 되어 있다.캡슐화된 객체는 외부 인터페
이스만을 통해 접근 할 수 있고,모듈간의 인터페이스를 적게 하고,한 모듈은
다른 모듈의 시행과 무관하므로 다른 모듈의 실행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지보수가 쉽고 정보은닉이 가능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확장
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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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분분분석석석의의의 틀틀틀

그림 6.연구 분석의 틀

IDLIS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각 해당 주치의로부터
지식을 습득한다.습득된 지식은 객체지향 기법을 이용하여 지식간의 연관관계
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규칙 베이스를 구축한다.실제 진단검사의학과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된 규칙베이스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32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6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4곳의 내
과계와 외과계에 입원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작
성한 소견서와 지능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된 소견서를 비교하였다.
종합검증 판독 소견서는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소견결과를 갖기 때문

에 연구분석 단위를 사람이 아닌 진단소견으로 하였다. 각 진단 소견을 연구분
석 단위로 하여 98명의 검사결과들과 과거 이력 입원정보를 각각 하나의 사례로
간주 하였을 때,총 204사례였으며 표 2와 같이 크게 8개 그룹으로 진단 소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소견 적용일 기준으로 각종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환자
는 과거 이력을 참고 하여 정상으로 판단 소견 제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
로 제외시켰다.204사례에 대한 소견들은 규칙을 이용하여 예측 하였으며,최종
적으로 8개 소견 그룹에서 54가지 소견 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지능형 진단
검사의학과 종합검증 소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IDLIS가 진단 할 수 있는 소견은 5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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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분류 소견 내용 건 수
정도관리 체크 DeltaCheckvalue검출 16

PanicvalueCheck검출 3

단일 항목 특정 질환 의심 19
Glucose 4
Virus 5
Bacteria등 2

약물 관련 항목 약물 반응 검사 양성 12
LFT 4
Kedney 18
약물 검사 5

항생제 관련 항목 검출된 미생물과 항생제 2
원내 세균 감염 1
법정 전염병 관련 1
전염성 세균 관련 3

검사결과의 연관성 분석 LFT& Virus 18
CBC& Coagulation 11
Diff& ESR 14
T3,T4,TSH & Immunoglobulin 4
Diff& Reticulocyte 9
WidalTest& BloodCulture 2
U/A & ABG 3

추가 처방 관리 Virus관련 추가 처방 5
간,신장,심장 관련 검사 추가 처방 10

Immunology관련 처방 1
CBC& Coagulation관련 추가 처방 4

검사 결과의 적절 성
검증 Chemistry 17

Hematology 6
Selology& Immunology 6
U/A & BloodBank 2
Microbiology 1

합 계 204

표 2.소견 그룹별 사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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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분분분석석석 및및및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축축축 도도도구구구

가가가...지지지식식식습습습득득득

앞에서 언급한 5단계 :문제인식,개념화,정형화,구현,검증과정을 이용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각 진료과 전문의로부터 지식을 습득하였다.

나나나...규규규칙칙칙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지지지식식식표표표현현현

전문가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규칙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지식베이스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서 적절한 진단을

내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들을 클래스,객체,속성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둘
째로 클래스용․객체용․속성용 에디터 등을 이용하여 클래스와 클래스,클래스
와 객체,객체와 객체의 연관관계를 표현하고 클래스와 객체에 속성 및 값을 부
여하며,마지막으로 작성된 클래스와 객체를 바탕으로 객체지향 기법 및 규칙을
혼합한 형태의 규칙용 에디터를 이용하여 규칙을 작성함으로서 지식베이스를 구
축하였다.작성하는 순서를 바꾸어 클래스,객체,속성을 작성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작성할 수 있지만 속성과 값의 상속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기술
한 순서를 준수하여 작성하였다.

1)클래스 에디터를 이용한 구현
먼저 클래스용 에디터를 이용하여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를 만들고,각 클래

스 및 서브클래스에 속한 속성을 만든다.그림 7은 클래스,서브클래스,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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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용 에디터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예제이며 호환 가능한 기반 설계가 되도
록 연관관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AC001’이라는 클래스는 ALT에 속하는
각종 단계에 표준 참고 한계를 나누어 놓은 단계별 변화를 나타내는 속성을 갖
게 되어 각각 속성을 갖는다.이러한 속성을 서브클래스 및 각 객체로 상속할
수 있다.

그림 7.표준 속성별 관리

2)객체 에디터를 이용한 구현
객체 에디터를 이용하여 객체 생성의 예를 나타낸다.객체명은 'AR001'이

며,클래스 'AC001'에 속해 있고,이로부터 상속받은 ’8246','8247'이외에도
‘5226','3017'같은 코드에 관련된 속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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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규칙 에디터를 이용한 구현
지식베이스를 구현하는 단계로서 각 에디터에서 생성한 클래스,객체,속성을

바탕으로 규칙용 에디터를 이용하여 규칙을 작성하였다(그림 8).규칙용 에디터
는 다른 에디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입력을 유도하는 템플리트로 작동하기에
규칙을 쉽게 생성 및 수정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8.속성 규칙 작성 관리
4)메타슬롯 에디터를 이용한 구현
슬롯의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경우 이 에디터를 이용한다.

5)규칙의 AND/OR표현
규칙의 조건과 결론의 관계를 논리적 연결사인 AND나 OR로 표현하여 각 문

장간의 논리적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IF조건 AND 조건 THEN 결론
․ IF조건 OR조건 THEN 결론

이와 같이 AND/OR를 사용함으로서 지식 표현을 보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
였다. 각 규칙에 속해있는 조건절은 모두 AND 관계에 있으며,하나의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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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위해 세분화된 규칙들은 OR관계에 있다.즉,규칙 ①,②,③에 포함
되어 있는 조건절들은 주어진 조건에 모두 만족되어야 ‘AR001’로 소견을 내릴
수 있다.

444...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타타타당당당성성성 검검검증증증

개발된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독 자동화 시스템의 타당성 검증
에 있어서 의사가 내리는 진단 결과와 본 시스템에 의해 내려진 추론 결과의 일
치여부를 진단 예측도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555...시시시스스스템템템 개개개발발발 환환환경경경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건강증진을 위한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시스템은
pentium IV급 PC에서 구현하였으며 OS는 WindowsXP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는 WindowsXP환경에서의 응용프

로그램 개발도구인 MS사(REDMOND,USA)의 VisualC++language와 Neuron
Data사(CA,USA)의 OpenInterfaceElement(OIE)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전
문가 시스템 추론 도구(tool)로는 기존의 DBMS(databasemanagementsystem)
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객체지향적 지식표현이 가능하며,동적 객체생성과
전 후향 동시추론이 가능한 Neuron Data사의 IntelligentRulesElement(IRE)
4.1을 이용하였다.데이터베이스는 PersonalOracle7.2.2forWindowsXP를 사
용하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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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지지지능능능형형형 종종종합합합검검검증증증 판판판독독독 자자자동동동화화화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분분분석석석 및및및 설설설계계계

실용적인 IDLIS구축을 위하여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종합검증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분석 및 해당 병원의 정보화의 정도를 고려하
였다.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기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구축된 환자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개발하였다.

가가가...IIIDDDLLLIIISSS의의의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도도도

본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9와 같으며 진단검사의학과 자동판독 모듈,환자
기초 정보 분석 모듈 및 처방 정보 모듈로 구분하여 두 가지의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업무 분석 및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이 두 모듈을 IDLIS이라 명하였다.
이 시스템은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 정보를 이용한 질 높은 소견서를 내고자 기
존 진단검사의학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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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지능형 종합검증 판독소견 자동화 시스템 흐름도
•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자동판독 모듈 :진단검사의학과 자동분석기에서 나
오는 검사 결과정보(생화학/혈액학/면역 등 데이터)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지식을 이용한 의사결정 지원 및 정도관리를 통한 검사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
성을 유지하는 모듈

• 환자정보 및 처방 모듈 :소견 대상자의 입원 당시 상태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환자 상병 결과 및 기타 데이터와 주치의의 지식을 이용하여 의심되는
상태를 제시하고, 또한,제시한 소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를 제시하도록 지원하는 모듈

나나나...소소소견견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데데데이이이터터터베베베이이이스스스 설설설계계계

소견 대상자의 특성 및 지식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지식습득모형의 자료 집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가 의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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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실제 임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관리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는 요구 조건 분석(requirementanalysis)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
정의 핵심은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식 요구 조건 명세를
생성하는 것이다.이를 수행하기 위해 환자정보,접수정보,검사장비 정보,검사
표준치,진단검사의학과 검사 데이터,환자 기초정보 등 18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구성하여 정보의 내용과 처리 문구 조건을 수집하였다.

1)장비 및 검사항목 관리 테이블
장비 및 검사항목 관리와 관련하여 검사장비,검사항목,검사표준참고치,정

도관리,장비별 검사항목,검사종류설정,검사종류별 검체설정과 같이 총 8개의
테이블을 구성하였다.병원마다 각기 다른 검사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시
스템이 모든 병원에서 원활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용 장비가 다른 점을 고려한
장비 및 검사항목,표준 참고치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환자 및 환자접수 관리 테이블
환자 및 환자접수 관리는 환자정보,검사 접수정보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 정보의 경우 신상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본정보를 포함하며 검사 접수 화
면에서 주로 조회한다.검사 접수정보는 소견 대상자에 대한 검사 처리여부 정
보를 포함한다.

3)검사 정보 관리 테이블
검사 정보 관리 테이블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수행되는 검사,혈액학/생화학

/면역 혈청 뿐만 아니라 신체계측 및 기타 데이터 관리와 각 검사항목에 대한
정도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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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eeennn...:::LLLeeennngggttthhh

NNNooo NNNaaammmeee FFFiiieeellldddNNNaaammmeee TTTyyypppeee LLLeeennn... DDDeeessscccrrriiippptttiiiooonnn EEExxxaaammmpppllleee
1 검체 ID Serum_ID C 10 9808001
2 총단백 TP N 7.3 7.8
3 알부민 ALB N 7.3 7.2
4 비리루빈 TB N 7.3 3.1
5 ALP ALP N 7.3 106
6 GOT(AST) GOT N 7.3 52
7 GPT(ALT) GPT N 7.3 198
8 GGT(r-GT) GGT N 7.3 55
9 LDH LDH N 7.3 320
10 칼슘 Ca N 7.3 9.7
11 무기인 IP N 7.3 3.6
12 요산 UA N 7.3 4.3
13 혈액요소질소 BUN N 7.3 16.6
14 크레아티닌 Cre N 7.3 0.9
15 중성지방 TRI N 7.3 259
16 콜레스테롤 Cho N 7.3 300

17 고밀도콜레스
테롤 HDL N 7.3 80

18 공복시혈당 FBS N 7.3 83
19 검사장비 ID M_ID C 15
PPPrrriiimmmaaarrryyyKKKeeeyyy Serum_ID

표 3.생화학 검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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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eeennn...:::LLLeeennngggttthhh

NNNooo NNNaaammmeee FFFiiieeellldddNNNaaammmeeeTTTyyypppeeeLLLeeennn...DDDeeessscccrrriiippptttiiiooonnn EEExxxaaammmpppllleee
1 검체 ID Serum_ID C 10 9808001
2 신장 Height N 7.3 160.5
3 체중 Weight N 7.3 56.4
4 표준체중 Stweight N 7.3 51.5
5 비만도 BMI N 7.3 116.0
6 수축기혈압(최고혈압) SBP N 7.3 129
7 이완기혈압(최저혈압) DBP N 7.3 85
8 혈액형검사1 ABO C 2 AB
9 혈액형검사2 RH C 2 +/-

PPPrrriiimmmaaarrryyyKKKeeeyyy Serum_ID

표 4.신체계측 데이터

222...지지지능능능형형형 종종종합합합검검검증증증 판판판독독독 자자자동동동화화화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지지지식식식습습습득득득

모모모형형형의의의 모모모델델델링링링

복잡하고 다양한 진단검사의학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알고리즘 방
식이 아닌 지식기반 전문가 시스템의 지능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진단검사의학 정보 및 환자 기초 지식 분석 후 객체와 규칙을 구분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함으로써 지식의 체계적인 분류 및 소견
템프릿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가가가...진진진단단단검검검사사사의의의학학학과과과 자자자동동동판판판독독독 모모모듈듈듈
IDLIS모듈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항목으로부터 1차적인 진단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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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진단 지식으로 구성하였다.

1)검사 표준 참고치
일반적으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용되는 검사 표준 참고치는 검사 방법별/

검체별 표준 참고치가 다르며,현재 각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시약이 국
내 제품뿐만 아니라 국외제품도 있어,그 종류가 다양하며 검사방법에 따라 표
준 참고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이러한 상황에서 IDLIS를 효과적으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 표준 참고치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에서의 표준 참고치 설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 표준 참고치
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체별,연령별 단계도 가능하도록 설정
할 수가 있도록 제시하였다.

2)진단 지식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소견은 크게 단일 혹은 4~5

가지의 결과만 보고도 질환을 쉽게 구분 할 수 있는 간질환,신장질환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검사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
면서 추가 실시해야 할 검사를 제시하도록 하였다.이는 1차적인 것으로서 최종
진단이 아니며 보다 정확하고 조속한 진단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된다.

나나나...환환환자자자 기기기본본본 정정정보보보 및및및 처처처방방방 모모모듈듈듈

환자의 입원 전 검사 및 입원 후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와 그 외의 검사에

대한 판단 모듈을 갖는 시스템으로서 전문적 소견을 내는데 진단검사의학과 검
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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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검사항목별 속성 관리

입원환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소견에 신체계측과 같은 일반사항,고혈압,
당뇨 및 간 기능장애와 같은 27개의 질환을 중심으로 전문의의 지식과 경험,문
헌 고찰 등을 통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였다.이 지식베이스는 진단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사항목,질환에 따르는 상세한 지
식을 제공할 수 있다.

333...획획획득득득된된된 지지지식식식의의의 연연연관관관관관관계계계규규규명명명 및및및 규규규칙칙칙베베베이이이스스스 구구구축축축

가가가...지지지식식식의의의 연연연관관관관관관계계계 규규규명명명

획득된 지식을 객체지향 기법을 이용하여 클래스,객체,속성 등으로 정의함
으로서 지식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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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규칙 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객체,속성은 다음과 같
다.

• 객체 :기본 설명 단위. 이 모델에서는 44개의 객체가 있으며 각각의
소견 그룹과 소견 대상자를 객체로 구성하였다.
• 클래스 :동일한 특성을 지닌 객체의 집합. 각 객체들의 특성을 정의
하는 템플릿역할을 한다. 13개의 클래스가 있으며 세부 소견, 입원환자
그룹,추론 결과에 대하여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 속성 :객체의 속성.속성은 객체의 현상과 행동을 설명한다. 이 모델에
서는 248개의 검사 항목,환자의 기본정보와 관련된 86개의 문진
정보,10개의 소견대상자 기본정보를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1은 지식베이스 내에서 간질환을 구성하고 있는 각 클래스,객체,속
성의 연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GOT’,‘GPT’는 간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기본 검사항목이며,이것은 AC001‘클래스에 정의하여 각 객체에 상속하도록
하였다.’GOT’,’GPT’가 정상이거나,소견 대상자가 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지 않았다면 간질환과 관련된 규칙은 추론하지 않고 다른 규칙에 대하여 추
론을 실시하게 된다.이렇게 클래스에 각 객체로 상속할 검사항목들을 속성으로
표현함으로서 소견 대상자가 실시한 검사항목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 해당 규
칙만을 추론하게 되므로 모든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규칙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
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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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Disease

hepatoma

AFP

hepatitis C

Anti HBC

alco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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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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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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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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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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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간 질환에 대한 클래스,객체,속성의 관계도

그림 12는 IRE에서 ‘Disease’라는 클래스에 각 세부 질환을 서브 클래스로 정
의한 예의다.

그림 12.간질환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독 자동화 모듈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독 자동화 모듈의 규칙 베이스(rule-base)는 진
단검사의학과 정보저장고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해석으로 구성하였다.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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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및 검사 항목별 객체 구조를 이용해 각 객체간의 상관관계를 찾았다.

• 환자 기본정보 및 처방정보 모듈

환자 기본정보 및 처방 모듈의 규칙 베이스는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
독 자동화 모듈의 검사데이터의 해석 규칙에 환자 기본 정보가 저장된 정보,기
타 검사정보를 덧붙여 각 소견별 객체 구조와 검사 항목별 객체 구조에 정보를
넣어 객체 구조를 재구성해,각 규칙간의 상관관계를 찾았다.

나나나...규규규칙칙칙 구구구조조조(((RRRuuullleeessstttrrruuuccctttuuurrreee)))

규칙은 일반적으로 IF문장과 THEN 문장으로 연결된 형태를 취하며 IF구
문의 조건이 만족되거나 발생한 상태이면 THEN 구문이 수행되거나 논리적으로
참이 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각각 ‘알코올성 간질환’,‘B형 건강 보균자’를 예측하기

위한 규칙의 예이다. IRE에서 구현한 간 질환에 대한 규칙의 예를 규칙 브라우
저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규칙 브라우저는 규칙용 에디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각각의 규칙들이 지식베이스
에 있는 규칙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규칙 그래프로써 나타내어,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각각의 규칙,특정 그룹의 규칙,
또는 지식베이스에 있는 모든 규칙들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
도구에서 지원되며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IDLIS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 모듈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규칙 에
디터에서 생성된 간 질환에 대한 규칙이다.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if-then'절,규칙 이름,가설이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예를 들어 알코올
성 간질환의 경우,‘Alcoholic'이 규칙 이름이며 ’Assignalcoholic'이라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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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RuleAAAlllcccooohhhooollliiiccc
If \선택_환자.ID\.v12isnotequaltoUNKNOWN

And\선택_환자.ID\.GGTisnotequaltoUNKNOWN
And\선택_환자.ID\.Anti_HBCisnotequaltoUNKNOWN
And\선택_환자.ID\.AgisnotequaltoUNKNOWN
And\선택_환자.ID\.v12isnotequaltoSData.v12
And\선택_환자.ID\.GGTisgreaterthanSData.GGT
And\선택_환자.ID\.Anti_HBCispreciselyequalto"+"
And\선택_환자.ID\.Agispreciselyequalto"+"

ThenAlcoholiisconfirmed.
And"알코올성 간질환"isassignedtoAlcoholic.Result
AndCreateObjectAlcoholic'결과_'\선택_ID.\

그림 13.알코올성 간질환 진단을 위한 규칙

RULE:RuleHHHeeepppaaatttiiitttiiisss___BBB111
If \선택_환자.ID\.AgisnotequaltoUNKNOWN

And\선택_환자.ID\.GOT_GPTisnotequaltoUNKNOWN
And\선택_환자.ID\.Agispreciselyequalto"+"
And\선택_환자.ID\.GOT_GPTislessthanorequalto

SData.GOT_GPT
ThenHepatitisisconfirmed.

And"B형 건강 보균자,6개월마다 간기능추적검사 요구됨"isassigned
toHepatitis.Result

AndCreateObjectHepatitis_B1'결과_'\선택_ID.\

그림 14.B형 간염 보균자 진단을 위한 규칙

가설을 거쳐 ‘Liver'라는 가설 이름이 주어졌다.또한,IF 절에서 [\선택환
자.ID\.GOT>SData.GOT]은 ’환자의 GOT 검사 수치가 표준 참고치보다 크면
‘을 의미한다.주어진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면 ’=+CreateObjectAlcoholic'라
는 THEN절을 수행한다.규칙은 크게 데이터 로드(dataroad),소견 대상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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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견작성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다다다...규규규칙칙칙 추추추론론론의의의 예예예

규칙이 추론되는 과정을 규칙 브라우저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주어진 조건
이 모두 만족되어 ‘Liver2’라는 규칙이 참값을 갖게 되므로(‘∨’부분)소견 대상
자의 객체(‘(+)결과_98_240010‘)에 THEN 절에서 지정한 이름으로 ’용혈성 질
환‘이라는 결론을 갖는 객체가 자동적 생성되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

444...지지지능능능형형형 종종종합합합검검검증증증 판판판독독독 자자자동동동화화화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개개개발발발

가가가...IIIDDDLLLIIISSS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사사사용용용자자자 인인인터터터페페페이이이스스스

데이터 입력이나 시스템의 결론 제시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설명 기능을 갖고
사용자가 전문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 메뉴를 구성하고,입/출
력 화면을 설계하였다.시스템의 업무 절차에 따라 각 시스템의 흐름 및 기능을
정의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화면을 도출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그림 15는 IDLIS의 메인 화면으로서 모든 화면의 바탕화면으로 제공된다.
병원에 입원된 환자 중에서 소견 대상이 되는 예정자의 정보(대상자 ID,대상자
이름,검사일,검체 ID)에 따라 소견 대상자를 선택하여 정보 검색 및 소견 작업
및 환자 조회 등록화면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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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5메인 화면
그림 16은 진단검사의학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를 보

여준다.진단검사의학과 데이터는 크게 혈액학,생화학,면역학,미생물 등으로
나뉜다.여기에는 생화학 검사_DB,혈액학 검사_DB,면역학 등 통합 모듈로 같
이 검사결과 정보_DB가 연결되어 있다.

그림 16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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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지지지능능능형형형 종종종합합합검검검증증증 판판판독독독 자자자동동동화화화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평평평가가가

가가가...규규규칙칙칙 기기기반반반 추추추론론론의의의 진진진단단단 결결결과과과

지능형 진단검사의학과 시스템의 추론결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소견
을 작성한 것과 비교하여 예측 성적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변화치에 검출되거나 경고치에 검출된 환자의 검사와 관련된 소

견은 100%의 예측력을 보였으며,검사결과의 재검이나 결과의 적절성에 관련된
소견도 100%의 예측을 하여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였다.전체적으로 204건의 사
례 중 190건의 일치율을 보여 93% 일치하였다.단일 항목이나 숫자에 근거한 검
사 결과의 소견을 내기위한 표준 참고치에는 전문의가 봤을 때 검사 결과의 참
고 표준 참고치와 아주 미세하게 벗어나거나 약간의 차이로 정상 범위를 벗어
난 경우 전문의는 소견에서 제외 하였거나 다른 소견을 하였으나 컴퓨터는 조건
에 대하여 Yes/No로 엄격히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전문의가 낸 소견과 판단
에 차이를 보였다.본 연구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표준 참고치를 검사항목 별로
표준 참고치의 구간을 설정하여 다른 검사항목과 연관된 결과를 보일 때와 단일
검사 항목으로 다루어 질 때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표준 참고 변수 구간을
설정 하는 것을 보완하고 수술이나 기타 같은 날 출혈과 수혈을 반복하였을 경
우 검사 결과와 입원 정보 간의 정보부재로 인한 오류도 일어 날 수 있음을 알
게 되어 보완의 여지가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93%의 소견 일치율을 보여 검사항
목과 소견 코드를 확장하여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된다면 입원환자의
진단과 처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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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규칙 기반 추론에 의한 진단 예측력

소견분류 소견 내용 사례의 수 매칭 사례수
(예측율)

환자 검체에 의한
정도관리 체크 Deltacheckvalue검출 16 16(100)

Panicvaluecheck검출 3 3(100)
단일 항목 특정 질환 의심 28 25(84)

Glucose 10 10(100)
Virus 6 6(100)
Morphology 2 2(100)
Bacteria등 2 2(100)

약물 관련 항목 약물 반응 검사 양성 12 10(83)
LFT 6 5(83)
Kedney 18 15(83)
약물 검사 5 4(80)

항생제 관련 항목 검출된 미생물과 항생제 2 2(100)
원내 세균 감염 1 1(100)
법정 전염병 관련 1 1(100)
전염성 세균 관련 3 3(100)

검사결과의 연관성
분석 LFT& Virus 18 16(89)

CBC& Coagulation 11 10(90)
Diff& ESR 14 13(93)
T3,T4,TSH &
Immunoglobulin 4 4(100)
Diff& Reticulocyte 9 8(89)
WidalTest& BloodCulture 2 2(100)
U/A & ABG 3 3(100)

추가 처방 관리 Virus관련 추가 처방 5 4(80)
간,신장,심장 관련 검사
추가 처방 10 7(70)

Immunology관련 처방 1 1(100)
CBC& Coagulation거련
추가 처방 4 3(75)

검사 결과의 적절 성
검증 Chemistry 8 8(100)

Hematology 2 2(100)
Selology& Immunology 1 1(100)
U/A & BloodBank 2 2(100)
Microbiology 1 1(100)

합 계 204 1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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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스템 운영 전․후 업무흐름분석
IDLIS를 사용하면 많은 부분 수기로 이루어졌던 각 분야별 검사결과 수

집과 이상 결과 특히 병동 정보의 통합 조회 부분이 개선이 되며 결정적으
로 전문의가 놓칠 수 있는 이상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어 소견 작
성 소요 시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었다.대상 환자의 각 분야별 결과 수집
과 그 외의 정보수집 부분은 시스템 적용 전에는 소견에 필요한 각 각 따로
이루어 졌으나 시스템 적용 후는 통합이 되었다.그러한 업무의 단순화와 많
은 정보들을 전문가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업무를 단순화 하게 되
었다 (그림 17).

그림 17.시스템 적용 전 후 업무 흐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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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최근 병원에서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효
과적인 임상병리 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해석하고 처방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문의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지원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Bharat(1997)등은 lymphonodedisease를 진단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해당 전문의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때 정확도가 더 높았다고 발표하였다.본 연구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각
임상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그들의 경험,문헌고찰을 통한 지식 습득과 규칙베
이스를 구축하여 지식을 표현한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 판독 모듈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입원환자 소견 대상자의 문진 자료를 기반으로 진단과 처방을 생성하
는 종합검증 판독 소견을 위한 IDLIS를 개발하였다.IDLIS의 소견예측 결과와
전문의의 판독 소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93.0%의 소견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Innis(1997)는 진단검사의학과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진단시스템은 문제 해결

에 있어서 혈액학 및 생화학적 데이터를 해석하고,가능한 진단 리스트를 제공
함으로서 그들의 전문분야 범위를 넘어서 임상 의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헤모글로빈 이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Nguyen(1996)등은 규칙 기반 전
문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6개의 검사항목으로 71개의 헤모글로빈 이상을 진
단하도록 하였으며 총 58개의 사례를 사용하여 판독한 결과 90%의 진단율을 보
였다.
Tong(1993)은 복잡한 심장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Computerized ECG

(electrocardiogram) 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전문가 시스템이 ECG에
on-line으로 인터페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ECG 판독에 걸리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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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되며,ECG 기록을 해석하는 전문가 필요성의 감소로 이러한 시스템은 보건
의료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추론에 사용된 규칙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82

개의 규칙과 38개의 결론으로 구성된 전기영동 패턴을 해석할 수 있는 EXPERT
란 시스템(Weiss,1978)과 비교하여 볼 때,본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규칙수가 적
고,진단검사의학과 검사에서 사용되는 많은 검사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IDLIS의 소견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식 보완이 필요

하다.LiD.Xu(1995)가 개발한 AIDS진단 시스템의 경우 95%,lymphnode
disease진단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Bharat,1997)의 경우 96%로서 각각 월등한
진단 성적을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한 93.0% 예측력을 나타내
었다. 이처럼 전문가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제공하고 종합검증 판독소
견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정확한 임상적 타당성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단
검사의학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에 접근방식에서 더 나아가 진단
검사의학과 장비와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하며,이를 위해서 각
기관마다 사용 장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인터페이스 모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개발된 시스템이 효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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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임상병리 검사 결과 정보 및 입원 전 정보,신체계측,문진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IDLIS를 개발하고,본 시스템의 예측도 측정
과 임상적용의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 의사의 지식,경험,문헌 고찰을 통한 지식베

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지식표현 방법으로 규칙 기반 추론을 사용하였다. 지식을
모델링함에 있어서 기존의 DBMS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객체 지향적 지식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동적 객체생성과 전 후향 동시 추론이 가능한
NeuronData사의 IntelligentRulesElement를 사용하였다. 또한,개발된 시스
템과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는 VisualC++ language와 NeuronData사의
OpenInterfaceElement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규칙 기반 모형의 평가 성적은 전체 204사례 중 190사례를 판단하여 93.0%

의 일치율을 보였다.이러한 IDLIS의 개발로 검사정보와 환자정보관리를 종합적
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의 다양한 접근이 용이하
여 검사의뢰로부터 소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
고,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진료와 연구에 이용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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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 aaannnddd 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 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 ooofff ttthhheee iiinnnttteeelllllliiigggeeennnttt
iiinnnttteeerrrppprrreeetttaaatttiiiooonnnsssyyysssttteeemmm fffooorrrlllaaabbbooorrraaatttooorrryyyrrreeesssuuullltttsss

YoungSooChoi
Graduateschoolof
HealthScienceandManagement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YoungMoonChae,Ph.D.)

Laboratory finalreportareprepared and send tothephysician in charge
aftertestresultsareverified based on medicalrecordsfortheaccredited
laboratories. However,itoftentakeslongtimetopreparethefinalreports
becauseinformationontreatmentand testresultsarenotwellpreparedin
timeformanyhospitals. Inthisstudy,theintelligentinterpretationsystem
forlaboratoryresultswasdevelopedinordertoprovidetestresultstothe
physicianinchargeinatimelymanner.
In a knowledge acquisition process,knowledge ofspecialists in the

laboratorymedicineandotherspecialistswereobtainedfirst,andthentheir
relationshipswereidentifiedandrepresentedinaform ofrules.Whenthe
system outputswerecompared with theactualreadingsbythelaboratory
specialist,itshowed93.0%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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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utomatinginterpretationoflaboratoryresults,timeforpreparingthe
finallaboratory resultscan be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patient
satisfactioncanalsobeincreasedsincereliabilityofdiagnosisislikelytobe
improved asdoctorsareprovided with variety ofrelevantinformation 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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