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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을 중심으로 한 

임상결정지원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말초신경병질환은 우리 몸에 수많은 말초신경이 존재해 있는 만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따라서 말초신경병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쳬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수행되어져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여러 임상지침이
제시되고 있지만,임상지침도 역시 체계가 복잡하여 이를 기억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이 과정에서 임상결정지원시스템은 진단 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remind),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조직.관리하여(reasoning)
환자의 진단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초신경병증
진단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을 바탕으로 패턴분석을 통해 규칙생성,
규칙들간의 관계 분석,변수종류 및 형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Asbru언어를 통해
규칙기반시스템(rulebasedsystem)으로 구현하였다.시스템의 유효성 검사는
대도시 3차병원 전형적인 말초신경병증 증상을 보인 58명의 환자 데이터로서
시행하였다.단발성 말초신경병증(mononeuropathy)은 민감도가 77%,다발국소성
말초신경병증(multiplemononerupathy)은 민감도가 58%,다발성말초신경병증
(Polyneuropathy)은 민감도가 100%로 진단되었다.한편 말초신경병증진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전도검사나 신경전도검사가 관여하는 다발국소성말초신경
병증이나 다발성말초신경병증내에서 개별질환분류에서는 민감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향후 이 근전도검사나 신경전도검사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 설계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핵심되는 말 :의사결정지원 시스템,Asbru,임상지침,말초신경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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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유 선 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 기 원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임상지침 (Clnical practice guideline)은 특정한 임상 환경(specific clinical
circumstances)에서 적절한 healthcare를 위해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정
리한 것이다.시간이 갈수록 의학영역에서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 변화의 속도로
빨라지므로 임상지침도 방대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임상지침을 선택하고 임상지침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컴
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지원시스템(CDSS)이 대두되고 있다.한편 본 연구에서 사
용되는 임상지침의 대상 질환은 말초신경병이다.말초신경은 우리 몸 전체에 그물
처럼 퍼져 있고 감각신경,운동신경 및 자율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감각신경에 이
상이 생기면 손발이 저리면서 운동신경 및 자율신경의 이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손발의 힘이 빠지고,대소변 장애,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말초신경
질환은 인체 내에 복잡하게 퍼져있는 해부학적 구조만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따라서 단순히 손발저림을 주 증상으로 하는 환자
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일은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조차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수 많은 가능성에 대해 무계획적인
선별(screening)검사를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요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진단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특정한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선별적
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정확한 진단율을 높이는 데는 이와 같이 대단히 체계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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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하는 것이 요구1되며 따라서 이 분야에 임상결정지원시스템이 적용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말초신경병증과 관련된 임상지침을 바탕으로 반

영된 의미나 규칙을 Asbru2언어로 표현하여 진단관련 규칙기반시스템(Rulebased
system)을 구축하고.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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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AAAsssbbbrrruuu언언언어어어 문문문법법법
Asbru문법 안내지침3Asbu언어에서 ,프로토콜(protocol)은 플랜(Plan)의

계층 구조에 의해 표현된다.플랜(Plan)자체는 플랜(plan)의 실행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시간규정(timeannotation)과 선호(preferences),의도 (intentions),
상태(conditions),영향(effects),플랜바디(plan-body)를 포함함 이름과 일련의
진술(argument)로 구성된다.
임상지침이 실제로 실행될 때 부모플랜(parentplan)은 자식플랜(childeren
plan)을 계층적구조에 따라 실행하고 그 계층구조의 마지막 단계는 의료인
이나 외부기구(externaldevice)와 반응하는 원자플랜(atomicplan)이다.

①.플랜바디 (Plan-body)
만약 플랜 (plan)이 하위과정(sub-procedure)로 분해된다면,
플랜바디(plan-body)에서 정보를 처리한다.
·하위플랜(subplans): 일련의 플랜 수행 예 .  평행 (parallel) or 순차 (sequentially)

· 주기플랜 (cyclical-plan): 플랜이 몇회에 걸쳐 반복될때
· 개별절차 (single-step): 플랜 실행의 개별 절차
· 각 플랜 (for-each-plan): 리스트 (list) 나 셋 (set)의 어떤 요소를 실행하기 위한 플랜
· 반복플랜 (iterative-plan): 개별플랜절차의 루프 (loop)를 수행하는 플랜
· 언급 (refer-to): 다른 플랜의 플랜바디의 언급
· 정의 (to-be-defined): 이 플랜은 실행안됨을 나타내는 특별한 태그 (tag)

· 사용자수행 (user-performed): 시스템 처리과정에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정보입력에
                           의해 수행되는 플랜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태그 (tag)

이중 하위플랜(subplan),개별절차(single-step)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플랜바디(plan-body)로서 자세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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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위플랜(Subplans)
하위플랜(subplan)은 다음과 같은 시간적 순서(temporalordering)의 하나를
사용한다.

· 순차 (Sequential): 각 절차가 엄격한 순서에 따라 수행되며 반드시 전 단계가
               끝마쳐야지만 다음단계가 수행된다 (그림 1)

· 

                                그그그림림림 111. 순차 질서
평행 (Parallel): 모든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나 끝나는 것은 순서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림 2)

· 

 

                                 그그그림림림 222...평행 질서
임의순서 (Any-order): 각 절차가 한번에 한번씩만 수행되지만 수행순서에대한
             규정은 없다 . (그림 3)

·

                                 그그그림림림 333. 임의 질서
 무순서 (Unordered): 각 절차들 사이에 질서는 없다 . 플랜 사이들끼리의 절차에서
              동시에 수행되거나 동시에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개별
              플랜의 절차의 수행에 있어 다른 플랜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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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무질서

하위플랜(Subplan)은 또한 기다림 절략(waitingstrategy)이 존재한다.

-연속규정(Continuationspecification)
하위플랜(subplan)이 완성(completion)되어야만 부모플랜(parentplan)이 완성
(completion)되는 것을 말한다.이 속성값을 규정하는 것은 모두(all),하나(one),
무 하위플랜(nosubplan)으로,부모플랜(parentplan)의 완성(completion)을
위해서는 각기 모두(all),하나(one),무 하위플랜(nosubplan)이 완성(completion)
되어야만 한다.플랜(plan)의 연속규정(continuationspecification)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위플랜(subplan)이 완성(completion)될 때.이 서브플랜(subplan)을
의무(mandatory)라 하고,그렇지 않다면 선택(optional)이라 한다.

-선택 하위플랜의 기다림(Waitforoptional-subplans)
선택 하위플랜의 기다림(wait-for-optional-subplans)의 값이 예(yes)라면,연속규
정(continuationspecification)이 없더라도,시간규정 (timeannotation)범위안에서 자
식플랜(children plan)이 완성(completion)해야만 부모 플랜(parentplan)이 완성
(completion)할 수 있다.

-재복귀-좌절-하위플랜(Retry-aborted-subplans)
대부분의 플랜(plan)은 하위플랜(subplan)을 한번 실행한다.그러나 이 속성값이 예
(yes) 이면, 하위플랜(subplan)이 성공(succeed) 할때가지 계속해서 서브플랜
(subplan)을 실행한다.

③ 개별절차(Single-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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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절차(single-step)은 더 작은 활동(action)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 플랜활성화 (plan-activation): 다른 플랜의 활성화
· 변수할당 (variable-assignment): 변수에 수학적 표현으로 값을 부여
· 세트 내용 (set-context): 특정 값을 내용 변수에 지정
· 질의 (ask): 사용자에게 특정 파라미터의 값을 요청
· 조건 (if-then-else): 특정 상화의 값이 참이라면 . 첫 번째 개별 절차가 수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절차가 수행된다

④.상태 이행(Statetransitions)
모든 Asbru플랜(plan)은 실행시 반드시 특정 상태(state)중 하나여야만 하고 플랜
(plan)간의 전환은 조선(conditions)에 따라 행하여 진다.이러한 전환을 증대
(propagation)이라 한다.(그림 5)

그그그림림림 555...Asbru상태(State)이행(transition)도

⑤ 조건(Conditions)
조건(condition)에 의해 특정 플랜 상태(planstate)에서 다른 상태(state)로 전환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과 사전조건(Filter precondition): 플랜이 고려되어져야 할 때 반드시 이조건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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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해야 한다 . 그렇지 않다면 그 플랜은 거부 (reject)된다 .

· 셋업 사전조거 (Setup precondition): 플랜이 수행 (executionb) 되기 전에 반드시 이
           조건이 충족되나 검토되어야 한다 .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거부 (reject)된다 . 

· 중지 조건 (Suspend condition): 활성화된 플랜이 중지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후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지 상태가 된다 . 중지 상태는 재활성화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해제될 수 있다 . 

· 재활성화 조건 (Reactivate condition):중지된 조건을 다시 활성화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조건 , 재활성화는 완성 (complete condition)을 충족 할 때 까지는
            계속 활성화 상태에 있다 .

· 좌절 조건 (Abort condition): 활성화상태거나 중지상태에 있는 플랜이 좌절조건을
           충족 시키면 해당 플랜은 좌절 (abort)된다 . 

222...말말말초초초신신신경경경병병병증증증 임임임상상상지지지침침침 분분분석석석

가가가...임임임상상상 지지지침침침(((cccllliiinnniiicccaaalllggguuuiiidddeeellliiinnneee)))선선선정정정
말초신경병증은 말초신경과 관련된 증상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따라서,연구 대상 적용에 제한점을 두었다.첫째,말초
신경병증보다는 다른 질환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머리와 몸통 부분을 제외하고
팔,다리 등의 사지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한정했다,둘째,본 시스템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일반적
인 질병양상을 보이지 않는 말초신경병증 질환은 제외했다.또한 셋째,본 연구의
적용 대상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타과 전문의이거나 1차 진료 의사를 로 한다.1
차 진료에서 환자는 해당의사의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여러 질병을 접해야 하며,말
초신경병증과 관련하여서는,해당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아야
할 것인지,아니면 위중한 질환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이나 더 구체적인 검사{근전도
나 신경전도검사 등)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전문의가 있는 곳이나 상급의료기관으
로 환자를 의뢰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넷째,말초신경병증에서 임상 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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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은 수많은 말초신경병증에서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을 밝혀내는 내 있으므
로,개개질환의 치료법 보다는 진단적인 면에서 개개 질환에 접근하는 방식에 본연
구에서는 관심을 두었다.

전반적인 임상지침의 흐름은 1998년 미국 가정의학회 저널에 실린 알고리즘4

을 바탕으로 다른 말초신경병증 알고리즘을 참조5 6 7하였다.먼저 Asbru언어로 임
상지침을 표현하기 위해 임상지침 패턴(guideline pattern)을 분석하였다.

나나나...패패패턴턴턴 분분분석석석
R.Serba의 연구8에 따르면 패턴(Pattern)은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는 표준적인

문제(standardproblem)에 대해 특정 해결책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것은
의료적 내용(특정 치료법,환자상태,특정 건강관리방향 에 대한 결정),공식적인
표현(formalrepresentation),다른 차원의 추상화(abstraction)등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임상지침 패턴(guidelinepattern)은 임상지침(medicalguideline)에서
택스트 표현(textualrepresentation(TR))에서 중간표현(intermediaterepresentation
(IR))으로,중간표현(Intermediaterepresentation(IR))에서 공식적 표현(formal
representation(FR))으로의 이동(translation)을 촉진한다.이러한 패턴(pattern)
방식으로 임상지침의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첫째,체계적이면서 구조적 방식으로 임상지침의 형식화(formalization)과 유효

성확인(validation)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속성(properties)이나 비평(critiquing)
의 검증(verification),임상지침의 실행(executionofguideline)을 위해서 패턴을 파
악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이러한 패턴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구조적 패턴(Structuralpattern)
임상지침에 나타난 전반적 구조적(syntactical)구조를 파악한다.

② 언어적 패턴(Linguisticpattern)
임상지침내에서 특정지식(specificknowledge)과 구조적 규칙(syntactic
rule)을 이용하여 중산표현(intermediaterepresentation(IR))로 자주
반복되는 임상지침의 지식을 추상화(abstract)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③ 배경 패턴(Background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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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지침에서 다루는 질병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병명(medicalentity)간의 관계(relation)를 다룬다.

④ 제어패턴(Controlpattern)
프로그램밍화를 염두에 두고 목표모델(targetmodel)형식으로 구조화된
패턴을 표현

⑤ 이행패턴(Implementationpattern)
실제 프로그램밍

구조적패턴 측면에서 , 알고리즘을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접근 방법과 향후 정
보 추가 가능성 등의 정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보획득단계,정보분류단계,개별
질병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었다. 정보 획득 단계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관련있는 이학적 검사를 하는 단계로서,해당 환자의 말초신경병증을 분
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정보 분류 단계는 정보 획득 단계에서 분
류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속성을 지닌 질병 그룹에 접근하는 단계로,대략적
인 질병 분류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개별 질병 단계는 정보 분류 단계에서
댈략적으로 이루어진 질병분류를 개별 질병으로 구체화 하는 단계로서,해당 환자
가 개별 질환을 지녔는지 확인하던가,혹은 향후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알려주는
단계이다.

그그그림림림 666.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의 구조적 패턴

언어 패턴측면에서 반복되는 임상지침의 구조를 파악해야 했다.그런데 말초신경
병증에 관한 임상지침 에서는 그림 와 같이 임상지침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해당
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정보획득단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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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언급이 없다.따라서 ,정보 분류 단계 와 개별 질병 단계에서 질병 분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얻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정보 분류 단계에서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말초신경병증 질환이 그룹화 되어

있고,환자의 정보를 얻어 환자의 해당 질환이 속하는 그룹에 접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는 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에서 얻을 수 있다.대부분의 말
초신경병증 임상지침은 이 단계에서 알고리즘이 유사했다.말초신경병증으로 의심
되는 환자가 오면,먼저 병변 부위가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 구별하며,비대칭적
이라면 병변 부위가 한곳인지 여러곳인지 파악한다.그 다음 단계로 질병의 발생시
기가 급성,아급성,만성여부를 파악하거나 근전도나 신경전도검사로 축삭형(Axonal)
병변인지,수초형(demyelinate)병변인지 구별하게 하는 형태를 지닌다.그런데 축삭
형인지 수초형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변을 감별하기 위한 장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대부분의 일차진료에서 이러한 검사를 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
하여,임상지침에서 전기전도검사를 행하기 전단계까지로 한정했다.따라서 정보 분
류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1)

표표표 111.정보분류단계정보

*감각,운동 위치형태-I:병변의 대칭성(Symmetric)여부
감각,운동 위치형태-II:두 부위이상의 병변(lesion)여부

개별질환단계에서 대부분의 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은 해당 질병 그룹에 속하는
질병을 구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지는 않고,해당 그룹에 속하는
질병 목록을 소개하거나,몇 명 질병을 감별하는 예를 글로써 제시했다.그러므로
정보분류 단계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해 해당 질병그룹을 대
표할 만한 흔한 질환을 ,해당 신경과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그 질병

정보 분류 단계

  그룹화 

Mononeuropathy 

Mononeuropathy multiplex(acute,chronic)

Polyneuropathy 

  (acute,chronic(sensorymotor,autonomic-sensory))

        획득정보    발생시기 , 위치형태-I, 위치형태-II ,우세적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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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별할 수 있는 증상 이나 검사등을 파악했다.질환에 관한 정보는 신경병증에
관한 서적9,10을 바탕으로 했다.(표 2)

표표표 222...개별 질병 단계정보

*감각,운동 위치형태-I:병변의 대칭성(Symmetric)여부
감각,운동 위치형태-II:두 부위이상의 병변(lesion)여부
감각,운동 위치형태-III:병변부위의 근위부나 원위부 파악
감각,운동위치형태-IV:상지나 하지에 따른 근위부나,원위부 여부

개별 질병 단계

        

Mononeuropat

hy     

Sciatic 감각신경검사,운동신경검사

CTS
감 각 신 경 검 사 , 운 동 신 경 검 사 , P h a l e n 

test,Tinel sign, 감각운동위치형태-II 

Peroneal 감각신경검사,운동신경검사

Radial 감각신경검사,운동신경검사

Ulnar 감각신경검사,운동신경검사

      

Mononeuropat

hy multiplex   

    

             

Vasculitis

환자나이,감각위치형태-II, 말초신경이상

(peroneal-nerve),발생시기,우세적인증상,

감각위치형태-I,운동위치형태-I, 고열여부,

체중감소, 감각위치형태-III,소신경검사,대

신경검사

Leprosy

감각신경검사,증상악화여부,말초신경이상

(Ulnar,common peroneal nerve),소신경검

사,대신경검사

       

Polyneuro

pathy    

             

              

CIDP

발생시기,우세적인증상,운동증상,증상악화여

부,운동위치형태-I,운동위치형태-III,감각신

경검사,감각위치형태-IV,반사신경검사,소신

경검사,대신경검사

GBS

감각증상,감각위치형태-III,발생시기,운동증

상.우세적인증상,운동위치형태-IV,반사신경

검사,감각신경위치,소신경검사,대신경검사

Diabetes

혈당검사,야간악화여부,과거병력,운동위치형

태-IV,감각위치형태-III,감각위치형태-I,감

각신경검사,발생시기,망막검사,당뇨유병시

기,환자나이,혈철지질검사,HemoglobinA1C,

인슐린사용시기,체중감소여부,운동증상.운동

위치형태-I,감각증상.감각위치형태-II,소신

경검사,대신경검사

Toxic

(metronidazole)

약물복용력,감각위치형태-I,감각위치형태

-III,소신경검사,대신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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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개별질환단계에서 얻어진 질병들의 정보중 동일한 정보형태를 띄는 것들과 정보
분류단계에서 질병그룹들을 감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결국,정보 획득 단계
에서 얻어져야 할 정보들이며,이 정보들은 유기적,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당 검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진찰방법 알고리즘도 반영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원칙하에 (표 3)와 같은 정보를
얻고 (그림 8)과 같은 개별질환 단계알고리즘을 작성했다.

표표표 333정보획득단계 정보

제어 패턴 측면에서 앞서 파악된 정보들을 시스템이 실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정보 획득 단계는 (그림 7),정보분류단계 및 개별질병 단계는 (그림 8)과 같이
설계했다.

정보획득단계 정보
정보 획득 단계  감각신경

감각증상 ,소신경검사, 대신경검사, 발생위

치

 운동신경 운동증상, 발생위치

 자율신경 자율증상 

 기타
반사신경검사, 과거병력검사, 약물복용력,우

세적인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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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 정보 획득 단계의 제어 패턴

그그그림림림 888 정보분류단계 와 개별질병단계의 제어패턴

다다다...변변변수수수 값값값 및및및 형형형태태태 파파파악악악
Asbru언어 에서는 변수값의 형태를 크게 파라미터(parameter),변수(variable)

값으로 선언하도록 하고 있다.파라미터는 시스템외부에서 관찰되는 값으로서 시간
속성을 지닌다.파라미터는 파라미터의 이름과 타입(type), 그 값이 얻어지는 방법
등을 정의하게 되는데,다른 파라미터의 참조,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값 획득,계산
(calculation),Boolean값의 논리적 조합을 통해서,Spread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한편 변수 값은 파라미터와는 달리 시간적 측면이 없는 값으로 프로그래
밍 언어에서 변수값과 값이,단순히 현재값을 판단하는 기능을 지닌다.변수값은
planlibray나 domain,개개의 plan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대개 파라미터 값들의
조합을 통해 변수값을 정의하게 된다..그런데 용어의 정의적인 의미에서 파라미터
와 변수값의 차이가 시간적 측면을 반영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고는 하나,실제 사
용에 있어서는 모든 관찰값들은 파라미터로 선언되는 것을 강하게 권유11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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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sbru언어의 적용을 위해서는 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에서 필요한 값들이
무엇이며,그 값들이 어떠한 형태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를위해 표
에서 II-1-가에서 파악된 변수값들의 관계와 형태를 분석하여 개개의 용어가 시스
템에서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을 파라미터 값이나 변수값으로 분류하였다..또한 변수
형태는 계량화 할수 있는 성질을 지닌 양적인값(quantitative)과 용어의 의미론적 관
련성등에 의해 그룹화된 질적인 (qualitative)한 값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사용
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노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파라미터 값의 조합을 통해 ,변수
(variable)형태로 표현되는 정보를 늘렸다..(표 4)

표표표 444.파라미터값 및 변수값 파악

감각증상 Motor complaint  P

Cramp,Fasciculations,Myokymia,Tightness,

Weakness,Fatigability,None specific motor 

complain

운동증상 Sensory complaint  P Paresthesias,Numbness,Pain

자율증상
A u t o n o m i c 

complaint
 P

Hyperhidrosis,Excesssaliva,Orthostasis,Erec

tile dysfunction,Bowel dysfunction,Bladder 

dysfunction,Anhidrosis,None specific 

autonomic complaint

소신경검사
Small sensory 

abnormality
 P

Burning,Jabbing pain,Loss of pain sense,

Loss of temperature sense,Non specific 

small sensory

대신경검사
Motor sensory 

abnormality
 P

Loss of vibration sense,Loss of joint 

position sense,Loss of light touch,Loss of 

discriminative sensation,Sensory 

ataxia,Hypotonia,Areflexia,Non specific 

large sensory

감각이상발생위치

Location of 

s e n s o r y 

abnormality

 P

Upper extremity sensory abnormality,Lower 

extremity sensory abnormality,Trunk 

sensory abnoamality,Non specific location 

in sensory

Upper extremity 

s e n s o r y 

abnormality

 P

Top of shoulder, Anterolateral 

shoulder,Thumb, Middle 

finger,Little-finger,Medial arm, Medial 

forearm Anterolateral forearm, 

Anteromedial forearm, Posterio in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P Lateral thigh, Lateral shin, Medial t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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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n s o r y 

abnormality

Anterior thigh, Medial shin, Dorasal 

foot,Lateral foot, Posterior thigh, 

Posteriolateral shin, Plantar foot

운동이상발생위치

Location of motor 

abnormality
 P

Location of motor abnormality,Upper 

extremity motor abnormality,Lower 

extremity motor abnormality,Non specific 

location in motor

Upper extremity 

motor abnormality
 P

Shoulder extension, Elbow flexion ,Wrist 

extension, Wrist flexion Elbow extension, 

FInger flexion, Finger extension, FInger 

abduction and adduction, Arm internal 

rotation, Arm external rotation, Arm 

adduction, Arm abduction, Forearm 

pronation, Forearm supination

Lower extremity 

s e n s o r y 

abnormality

 P

Thigh adduction, Knee flexion, Knee 

extension, Ankle dorsiflexion, Great toe 

extension, Ankle plantar flexion, Anal 

contraction

과거병력
Past medical 

history
 P

Diabetes, Tb, Leprosy, HTN, Infection, 

Malaria, Gout, Arrythmics, Migraine, 

Convulsant, Urinary problem, Non 

specific past medical history

우세적인증상 Prevailed symptom  P

 Sensory symptom predominately Motor 

symptom predominately, Sensory motor 

abnormality

반사신경검사
Deep-tendon-refle

x abnormality
 P

Amiodarone,Procainamide,Ehionamide,Isoni

azid,Phenytoin,Chlochicine,Chloramphenico

l,Nucleoside,Metronidazole,Nitrofurantoin,

Choroquine

혈당검사 Blood sugar test  P

야간악화여부 Aggregate at night  P

발생시기 Temporal course  P
Acute,Subacute. Chronic, 

Relapsing-remitting

운동위치형태 II
Is more than two 

lesion
 P Yes, No

운동위치형태 III
Distribution of 

motor abnormality
 P 

Distal motor abnormality, Proximal motor 

abnormality, Both distal and proximal 

motor abnormality

운동위치형태 IV
Position of motor 

abnormality
 P

Proximal upper motor abnormality, Distal 

upper motor motor abnormality, Proximal 

lower motor abnormality, Distal lower 

motor abnormality

감각위치형태 II Is more than two  P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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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ion

감각위치형태 III

Distribution of 

s e n s o r y 

abnormality

 P

Distal sensory abnormality, Proximal 

sensory abnormality, Both distal and 

proximal sensory abnormality

감각위치형태 IV
Position of sensory 

abnormality
 P

Proximal upper sensory abnormality,Distal 

upper sensory abnormality, Proximal 

lower sensory abnormality,Distal lower 

sensory abnormality

인슐린사용시기
Recent onset 

insulin
 P Yes, No

체중감소여부 Weigh loss  P Yes, No

환자나이 Age grade  P Young, Middle, Old

당뇨병유병시기 DM-duration  P

HemoglobinA1C  HemoglobinA1C  P Yes, No

고열여부  Fever  P Yes, No

CBC 검사 CBC  P Abnormal, Normal

혈청 lactate 검사 Latate  P Abnormal, Normal

말초신경검사 
 Find the 

peripheral nerve
 V

Musculocataneous, Axillary, Radial, 

Median,Ulnar,Femoral,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Obturator nerve, Sciatic 

nerve, Tibial nerve, Common peroneal 

nerve, 

감각위치형태 I Sensory aspect  V Symmetric, Asymetric

감각위치형태 III

Distribution of 

s e n s o r y 

abnormality

 V

Distal-sensory-abnormality

Proximal-sensory-abnormality

Both distal-and-proximal sensory 

abnormality

감각위치형태 IV
Position of sensory 

abnormality
 V

Proximal upper sensory abnormality

Distal upper sensory abnormality

Proximal lower sensory abnormality

Distal lower sensory abnormality

운동위치형태 I Motor aspect  V Symmetric. Asymetric

운동위치형태 III
Distribution of 

motor abnormality
 V

Distal motor abnormality

Proximal motor abnormality

Both distal and proximal motor 

abnormality

운동위치형태 IV
Position of motor 

abnormality
 V

Proximal upper motor abnormality

Distal upper motor abnormality

Proximal lower motor abnormality

Distal lower motor abnormality

자율신경증상 
A u t o n o m i c 

symptom
 V  Yes, No

감각신경검사 Sensory type  V
 Sensory prevailed, Motor prevailed, 

sensory-motor neuropathy

반사신경이상 DTR abnormality  V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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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임임임상상상지지지침침침 내내내용용용의의의 ppplllaaannn화화화
실행패턴단계에서는 임상지침을 구체적인 Asbru언어에 맞춘 팬턴을 파악하는

단계로 (표 5)은 2-가 와 2-나 에서 파악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들을 플랜
화 한 것을 보여준다.

표표표 555.플랜(plan)정보

대신경 이상 Large sensory  V  Yes, No

소신경 이상 Small sensory  V  Yes, No

감각신경증상  Sensory symptom  V  Yes, No

운동신경증상  Motor symptom  V  Yes, No

정보 획득 단계
Diagnosis-the-p

atient<A>
A-① Diagnosis-the-patient

A-② How-long-did-the-symptom-persist

A-③ Motor"

A-④ Sense

A-⑤ Is-the-sensory-symptoms

A-⑥ Is-the-motor-symptoms"

A-⑦ Is-the-autonomic-symptoms

A-⑧ Examine-deep-tendorn-reflex-abnormality

A-⑨ Determine-the-prevailed-symptom

A-⑩ Is-the-large-or-small-sensory-symptoms

A-⑪ Examine-sensory-type

A-⑫ Find-Motor-aspect

A-⑬ Find-Sensory-aspect

A-⑭ Find-location-of-sensory-abnormality

A-⑮
Examine-the-exact-location-of-sensory-n

europathy

A-⑯ Find-distribution-of-sensory-abnormality

A-⑰ Find-location-of-motor-abnormality"

A-⑱
Examine-the-exact-location-of-motor-ab

normality

A-⑲
Find-the-distribution-of-Motor-abnormalit

y

A-⑳ Get-the-past-medical-history"

정보분류단계

Peripheral-neur

opahty-category

<B>

B-① Consider-peripheral-disease

B-② Diagnosis-mononeuropathy

B-③ Diagnosis-mononeuropathy-multiplex

B-④ Diagnosis-polyneuropathy

B-⑤ Diagnosis-acute-mononeuropathy-multiple



- 18 -

마마마...플플플랜랜랜(((PPPlllaaannn)))패패패턴턴턴 분분분석석석
Asbru에서는 임상지침에서 표현되는 지식들은 표 와 같이 파라미터나 변수

값들로 표현되며,이러한 정보들은 개별적인 플랜(Plan)내에서 사용된다.또한 플랜

x

B-⑥
Diagnosis-chronic-mononeuropathy-multip

lex

B-⑦ Diagnosis-acute-polyneuropathy

B-⑧
Diagnosis-subacute-or-chronic-polyneuro

pathy

B-⑨ Diagnosis-sensorimotor-polyneuropathy

B-⑩
Diagnosis-autonomic-sensory-polyneurop

athy

개별 질병 단계
Specific-nerupat

hy-disease<C>
C-① suspect-DM-causing-neuropathy

C-② suspect-Vasculitis-causing-neuropathy

C-③ suspect-GBS-causing-neuropathy

C-④ suspect-CIDP-causing-neuropathy

C-⑤ suspect-Leprosy-causing-neuropathy

C-⑥ Treatment-for-appropariate-cause

C-⑦ Ophthalmologist-consult"

C-⑧ Neurologist-consult

C-⑨ Examine-nerve-biopsy

C-⑩
suspect-anti-arrhythmic-drug-causing-ne

uropathy

C-⑪ suspect-Tb-drug-causing-neuropathy

C-⑫
suspect-anti-anticonvulsant-drug-causing

-neuropathy

C-⑬
suspect-anti-uremic-drug-causing-neurop

athy

C-⑭
suspect-anti-biotic-drug-causing-neuropa

thy

C-⑮
suspect-anti-malaric-drug-causing-neuro

pathy

C-⑯
suspect-urinary-antiseptic-causing-neuro

pathy

C-⑰ Stop-and-change-drug

기타 D-① Peripheral-neuropathy-disease

D-② Find-the-peripheral-nerve

D-③
Find-the-peripheral-nerve-in-upper-extr

emity

D-④
Find-the-peripheral-nerve-lower-extrem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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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끼리는 서로 구조화 ,조직화 되어 보다 복잡한 정보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러한 플랜(plan)들끼리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하위플랜들이 순차적(sequentially)으로 실행되는 패턴으로 마지막 하
위플랜(sunplan)이 활성화하려면, 상위 하위플랜(subplan)들이 반드시
완성상태(complete)되여야 한다.
[B-①]

그그그림림림 999 패턴 1

-모든 하위플랜(suplan)을 무질서(Unordered)하게 실행 시키는 패턴으로
하위플랜(subplan)간에 서로 공유할 정보는 없지만 모든 하위플랜
(subplan)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A-①,A-⑪,B-③,B-④,B-⑧,C-②,C-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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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000.패턴 2

-하위플랜끼리 계층적 구조를 이루며,상위구조는 순차적(sequentially),
하위구조는 무질서(Unordered)하게 실행된다.
이러한 형태를 띄게 되면 상위구조의 정보를 하위구조에서 처리할
수 있다.

[A-③,A-④,B-①,B-②,A-⑤,A-⑥,A-⑦,A-⑧,A-⑩,A-⑫,A-
⑬,A-⑮,A-⑱,A-⑳,C-①]

그그그림림림 111111 패턴 3
-하위플랜에서 파라미터를 질의(ask)한 다음 호출된 플랜(plan)에서 파라미터
의 정보를 처리가능하게 만들었다.[A-⑭,A-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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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222.패턴 4

- 하위플랜의 정보중 하나만 완성상태(complete)라면,그 플랜이 완성상태
(complete)하게되는 플랜

[A-⑯,A-⑲,C-⑩,C-⑪,C-⑫,C-⑬,C-⑭,C-⑮,C-⑯,D-②,D-③,D-④]

그그그림림림 111333...패턴 5

(6)사용자 에게서 정보를 얻는 플랜
[C-⑥,C-⑦,C-⑧,C-⑨]

그그그림림림 111444패턴 6

바바바...AAAsssbbbrrruuuTTToooooolll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임임임상상상지지지침침침 작작작성성성
앞서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Asbruview12를 통해 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의 대

략적인 구조를 모델링(modelling)했다.그런데 Asbruview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구
조가 복잡해지면 시스템이 정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따라서 연관성있는 플랜
(plan)끼리 구조를 분해하여,분해된 부분마다 Asbruview를 통해 구현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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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555 Asbruview를 통해 임상지침 모델링
Asbruview를 통해 파악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Delta/a를 통해13실제 Asbru언

어로 임상지침을 작성했다.Asbruview와 Delta/a가 상호관에 호환이 안되는 관계로
Asbruview의 Delta/a를 작성할 때는 Asbruview는 정보를 참조하는 정도로 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Delta/a에서는 HTML형태로 된 임상지침과 Delta/a를 통해 작성된 정보 간에
linking기능을 통해,Asbu언어로 표현(representation)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본 Delta/a에서는HTML로 된 임상지침이 여러곳일 경우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따라서 연구에서와 같이 정보 출처가 여러곳인 경우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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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666...Delta/a 화면

333...말말말초초초신신신경경경병병병증증증 임임임상상상지지지침침침의의의 동동동적적적테테테스스스트트트
수많은 경우를 유효성(validate)파악하고,적절한 상황(pointofcare)에서 적절

한 의사결정지원(decisionsupport)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지침의 실제적인 실행이
중요하다.Asbruinterpreter14는 Asbu언어로 쓰여진 정보를 컴파일(compile)해서
추상적 모듈로 네트워크화(networkofabstractionmodule)하고 ,다시 환자 데이터
를 입력받아 플랜을 실행 시킨다.이를 통해 ,사용자가 낮은 수준(low-level)정보
를 세세히 다룰 필요없이,관찰된 환자 데이터와 ,복잡한 플랜들끼리의 관계 및
실행을 수행 할 수 있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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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777 Asbruinterpreter구조

Delta/a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작성된 정보가 Asbru언어 문법에 맞는 지를
알아본 것으로,Asbru언어 문법에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거
나,플랜끼리 구조의 미완성 등으로 실제로 시스템이 실행되었을때 오류가 발생하
는 경우는 파악할 수 없다.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실행기반 테스트는 Asbru
interpreter를 통해 이루어졌다 .Asbruinterpreter는 환자 관련 정보를 txt파일
로 입력(그림 18)받아 ,해당 AsbruXML파일의 실행을 통해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그그림림림 111888Txt파일로 정보입력받는 화면

Asbruinterpreter에서,개개의 플랜 테스트,복합적인 플랜 테스트,입력된 파
라미터(parameter)의 적절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9)은 parameter-proposition테스트를 통해 txt파일로 입력된 환자정
보가 시스템에서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ingle-plan분석에서는 개개의 플랜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플랜이 활성화되거나 완성상태(completion)등으로 환자정보에 따라 원하는 플랜상
태(planstate)가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플랜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플랜을 최상위 수준의 플랜(top-levelplan)으로 설정하면, 계층적 구조에 따라 그
플랜과 연관성 있는 플랜들 의 상태를 보여준다.(그림 20)은 그 결과 화면을 나타
내 주고 있다.

전체적인 플랜끼리의 관계는 multiple-plan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은
multiple-plan분석시 각 플랜 의 상태를 나타낸 화면이다.singleplan분석에서 최
상위 수준 플랜(top-levelplan)을 전체 플랜에서 가장 상위수준(top-level)에 있는
플랜으로 설정한다면,single-plan분석결과 도 multiple-plan분석결과와 동일한 효
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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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999.parameterproposition테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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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000singleplan테스트 화면

그그그림림림 222111.Multipleplan테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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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에에에 맞맞맞게게게 규규규칙칙칙 재재재정정정의의의
어떤 환자가 어떠한 말초신경질환에 속하는지는 환자의 진단 결과에 따른 정보들

의 조합이 어떤 말초신경질환의 질병속성정보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기본적으로 질병속성들의 정보들은 시스템에서 IFthen형식으로 and,
or규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초신경병의 임상지침에서 특정 말초신경질병에 질병속성들의 정보가 이
러한 형태를 만족 할만큼 명확하지 않다.임상지침에 따라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질병속성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질병속성이나,질병 속
성들간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신경생검검사나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와 같은 특정질병의 유무를 보다 잘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다루지는 않아서,그 외 다른 정보,환자의 이학적 진찰결
과나 검사결과등에 대한 정보들로서 말초신경질환을 분류해야 하는데,이러한 질병
속성에 대한 정보들은 임상지침에서 더욱 자세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초신경병증 임상 지침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질병속성
들을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에 질병속성들의 포함여부나 질병속성들의 관계 설정등
은 새롭게 명확히 설정해야만 했다.
(그림 22)와 같이 환자에서 파악된 정보들을 A라고 하고,A라는 정보 중 ,질병
속성값에 포함되는 것들을 B라고 하자.이때 질병속성값서 해당되는 정보를 줄이거
나,정보들의 관계를 or규칙으로 많이 처리하게 되면<B'>,민감도가 증가하고 특
이도가 감소하여 그 환자가 특정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증가시키게 된다.반대
로 질병속성값에 해당되는 정보를 많이 포함시키거나,정보들의 관계를 and규칙으
로 많이 처리하게 되면<B>,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감소하게 된다.가령
Leprosy의 paucibacillarytype과 관련된 말초신경병질환의 경우,이학적검사와 관
련된 질병속성값으로 선정된 것은 skinlesion유무,감각신경이상 (radialnerve,
digitalorsuralcutaneousnerve),운동신경이상 (ulnarnerve,median,peroneal
nerve),nervesizeenlargement이었다.이때 이러한 값들의 관계를 모두 and값으
로 규정하거나 이상있는 감각신경이 소신경인지 대신경인지 여부까지 포함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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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Leprosy와 관련된 말초신경질환으로 환자가 진단받을 확률은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그그림림림 222222.규칙내에서 정보 범위설정

본 연구의 목적이 정확한 말초신경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1차진
료의사를 대상으로,흔히 발생되는 말초신경병증을 파악하거나 1차 진료의사에게
치료 가능한 말초신경질환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질병속성값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급적 덜 포함시키면서,and규칙보다는 or규칙으로서 질병속성
값을 정의하였다.이는 질병분류에 있어 민감도를 증가시켜 선별검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이 경우 특이도가 너무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ifthen형식에서 if문에서 and나 or규칙으로 질병에 속
하는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별하게 되고,if문에서는 처리되지는 못했지만,해당
질병속성값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들을 then이후에 제시하게 하였다,then이후
의 정보들은 환자에게 해당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시스템의 질병분류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결국 if문에서 대략적으로 분류된 질
병이 실제로 환자가 해당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then이후의 정보들의 존재 여부
에 따라 사용자의 판단에 맡기였다.가령 시스템에서는 vasculitis관련 말초신경병
증이 Asymmetric,Actueorsubacute,Lesion>2.symptom-progression,sciatic
nerve이상,ESR이나 CRP값의 정보들의 관계가 if문에서 처리되어 해당환자가
vasculitis관련 말초신경병증로 분류되는지 판단하게 되지만 ,이 경우 시스템에서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vasculitis관련 말초신경병증이 아닐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then이하에서 chestfilm,Eosinophilcount,ANA orRafactor,Serum
complaint.Serum protein-electrophoresis,cryoglobulin,p-ANCA orc-ANCA ,
Anti-DNA 등의 정보를 사용자가 조사하여 시스템의 분류가 맡는지를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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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게 하였다.

222...환자 환자 환자 환자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대도시 3차병원 말초신경병증을 주증상으로 내원한 58명의 환자 데이터로서 시
스템의 유효성을 검증(Validity)하였다.이들은 특정 말초신경병증에 전형적인 증상
을 보인 환자들이었다.실험대상 환자들은 단발성 말초신경병증(mononeuropathy)
26명(남:13명 녀 :13명)으로서 평균연령은 40.5(표준편차 17.0),다발국소성말초신경
병증(multiplemononerupathy)12명(남 4명,녀 :8명)으로서 평균연령은 60.4(표준
편차 14.2),다발성말초신경병증(Polyneuropathy)20명(남 12명,녀 :8명)으로서
평균연령은 47.0(표준편차 18.9)였다 (표 6)
                          

        표표표 666...실험대상 환자군 특성.

        

환자 데이터에서는 그 환자의 최종 진단명을 알수 있으므로,mutiple-plan테스
트를 통해,원하는 plan이 활성화(activating)되거나 완성상태(completion)된 결과
를 검사 한 후 ,parameter-proposition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단발성 말초신경병증(mononeuropathy) 은 민감도가 77%,,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
증(multiplemononerupathy)은 민감도가 58%,다발성말초신경병증(Polyneu
ropathy)은 민감도가 100%로 진단되었다.(표 7)

연령

(평균±표준편차)

환자수(명)

남 녀 전체

Mononeuropathy 40.5±17.0 13 13 26

Multiple 

mononeuropathy
60.4±14.2 4 8 12

Polyneuropathy 47.0±18.9 12 8 20

전체 46.8±18.5 29 2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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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 777...말초신경병증 테스트 결과
                                                    

                                                                단위 : 명

                                                  

단발성 말초신경병증(mononeuropathy)으로 진단된 환자 테스트 결과는 (표 8)
와 같다 단발성 말초신경병증은 병변 부위가 존재하는 특정 말초신경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특정 말초신경병증환자로서 진단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에서는
이를 진단하지 못한 오진한 경우는 Others로서 표시하였다. 말초신경이 Sciatic
nerve인 경우는 민감도가 83%,CTS인 경우는 60%,Peronealnerve인 경우는
80%,Radialnerve인 경우는 60%,Ulnarnerve인 경우는 100%였다.실제 진단명
은 sciaticnerve의 이상이었지만 이상증상을 보이는 부위가 존재하여 시스템이
오진한 경우가 1명,실제 진단명은 수근관증후근(CTS)이었지만,당뇨를 기저질환으
로 하여,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과 구별이 난이한 경우 2명,Peronealnerve의
이상이 발견되었지만,염증수치(ESR/CRP)가 높게 나왔고,급성 증상을 보여 말초
신경염(vasculitis)로 잘못 진단된 경우가 1명,실제 진단으로는 Radialnerve의 이
상이었지만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수근관 증후군을 지니고 있어 당뇨에 의한 말초
신경병증으로 잘못 분류 되거나,급성증상과 염증수치가 높게 나와 말초신경염으로
오진한 경우가 각각 1명씩 이었다.   

                     

                         표표표 888...단발성 말초신경병증 테스트 결과

         시스템 

실제      진단명  

진단명

 Mono

neuropathy  

   

Multiple

mononeuro

pathy

Polyneurop

athy
합계

민감도

(Sensitivity)

Mononeuropathy 20 3 3 26 77%77%77%77%

Multiple

mononeuropathy
. 7 5 12 58%58%58%58%

Polyneuropathy . . 20 20 100%100%100%100%

합계 20 10 28 58

         시스템 

실제      진단명  

진단명

   

Sciatic  

 

CTS
Pero

neal

Rad

ial
Ulnar Others

*
합계 민감도

(Sensitivity)

Sciatic 5 . . . . 1 6 83%83%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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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 오진한 경우 

   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증(multiplemononerupathy)으로 진단된 환자 테스트 결과
는 (표 9)와 같다 .말초신경염,한센병을 원인으로 하는 말초신경병증의 민감도는
각각 50%,50%였다.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증을 시스템이 잘못 진단한 경우는 모두
다발성말초신경병증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 

                   표표표 999...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증 테스트 결과

                                                                                                                                                             단위 : 명

                                                    * : 오진한 경우 

     

다발성말초신경병증(Polyneuropathy)으로 진단된 환자 테스트 결과는 (표 10)와
같다.다발성말초신경병증은 민감도가 100%였지만 특정질환 차원에서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이는 특정말초신경병증이 대칭적 양상을 띄기만 하면 다발성말초신
경병증으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 다발성말초신경병증내에서 서로간에 진단이 구별
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함을 나타내준다,특히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의 경우 증상 및 검사결과가 너무 다양하여 50%의 민감도만을 나타내었다.하지만

        시스템 

실제   진단명   

진단명

Vasculitis

(M.M)   

Leprosy

(M.M)
Others

*

합계
민감도

(Sensitivity)

Vasculitis 3 1 2 6 50%50%50%50%

Leprosy . 3 3 6 50%50%50%50%

합계 3 4 5 12121212

CTS . 3 . . . 2 5 60%60%60%60%

Peroneal . . 3 . . 1 4 80%80%80%80%

Radial . . . 3 . 2 5 60%60%60%60%

Ulnar . . . . 6 . 6 100 100 100 100 %%%%

합계
5 3 3 3 6 6 262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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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나타나는 증상이 협소한 GBS인 경우 80%의 민감도를 보여주었다.
                        

                                                                                    표표표 111000.다발성말초신경병증 테스트 결과

                                                               단위 : 명

                                                          * : 오진한 경우

        시스템 

실제   진단명   

진단명

GBS  Diabetes CIDP Toxic Others
*

합계
민감도

(Sensitivity)

GBS 4 . . . 1 5 80%80%80%80%

Diabetes 1 3 1 . 1 6 50%50%50%50%

CIDP . . 4 . 2 6 66%66%66%66%

Toxic . . . 3 . 3 100%100%100%100%

합계 5 3 5 3 4 20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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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환자 데이터 테스트 결과,다발성말초신경병증(Polyneuropathy)의 민감도 100%
는 ,단발성 말초신경병증(mononeuropathy)의 민감도는 77%로서 두 범주에 해당되
는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일차진료상황에서 말초신경병증을 구별하는 목적으로 본
시스템이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
증(multiplemononerupathy)의 경우 민감도는 58% 로 현저히 떨어졌다.이것은
본 연구에서 주된 참고대상으로 한 임상지침5에 따르면 다발성국소말초신경병증의
경우 증상이 다발성국소적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사를 통
해 병변이 축삭성(axonal)인지 탈수초성(demyelinating)인지 여부를 구별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 것이 결과의 민감
도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다발성말초신경병증에서
더 적용될 수 있다.다발성 말초신경병의 질병범주수준에서는 민감도가 100%라 하
더라도,해당질환수준에서는 민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즉 다발성말초신경
병증에서도 증상이 대칭적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사를 통
해 병변이 축삭성인지 탈수초성인지 여부를 파악 한 후 해당되는 다음 단계를 진행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사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다.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사는 일차진료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지만 실제로는 말초신경병증을 진단하는데 대단
히 유용한 검사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차진료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도 말초신경병증의 질환범주수준에서

대략적인 분류가 가능하며,특히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나 단발성 말초신경병증 질
병범주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증 질병범주나
다발성말초신경병증범주내에서 해당질환을 알아내는데에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
사결과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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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를 통해 말초신경병증 임상지침의 개념과 규칙들을 Asbru언어를 통해 규
칙기반시스템(Rule based system)으로 구현한 결과 , 단발성 말초신경병증(
mononeuropathy)은 민감도가 77%,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증(multiplemononerupa
thy)은 민감도가 58%,다발성말초신경병증(Polyneuropathy)은 민감도가 100%로
진단되었다.한편 말초신경병증진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전도검사나 신경전도검
사가 관여하는 다발국소성말초신경병증이나 다발성말초신경병증내에서 개별질환분
류에서는 민감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향후 이 근전도검사나 신경전도검사 정보를 포
함한 시스템 설계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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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nalysis and design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the peripheral neuropathy

Ki Won Ka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Kook Yoo)

The peripheral neuropathy brings out variable symptoms, and has many causesas many 

as there are a lot of peripheral nerve in our body. Therefore, in order to diagnosis the 

patients of suspected peripheral neuropathy, we need to reduce the unnecessary time and 

resources wasting with the systemic examinations and diagnosis. Although there are the 

suggested clinical guidelines for this systemic approach, they have complex system so 

that they are difficult to be remembered, and hard to be applied to the actual clinical 

situations. In this proce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can remind what the 

necessary information is at each of diagnosis procedure, and also present the diagnosis 

results of patients with organizing and managing (reasoning) of this information 

efficiently.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which is useful for the diagnosis of the peripheral neuropathy, and analyzed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pattern analysis based on the clinical guideline of peripheral 

neuropathy we achievedgenerating the rules, analyzing the relation among them, and 

understanding the variable types and forms. Through this experiment, we implemented 

the rule based system using by Asbru language. The validity test was performed by 58 

suspected patients of peripheral neuropathy. From the test results, the sensitivity of 

mononeuropathy, multiple mononeuropathy and polyneuropathy is 77%, 58%, and 100% 

respectively. Meanwhile, there were low sensitivity of the multiple mononeuropathy or 

individual disease in polyneuropathy related to the electromyogram (EMG) or nerve 

conduction study(NCV), which a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exam for diagnosis of 

the peripheral  neuropathy. Therefore, for the futurestudy, we need to analysis and 

design of system including the results of electromyogram (EMG) or nerve conduction 

study (NCV).

�������������������������������������������������������������������������������

Key words :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 Asbru, clinical guideline          

               ,peripheral neu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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