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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온톨로지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합의된 지식을 

구체적이고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논리적인 지식 표현 방법이다. 지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속성들을 인간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표현 기법을 가지는 

온톨로지는 최근 들어 그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온톨로지 중 의학 온톨로지란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의학 영역의 고유한 

지식으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어 정보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누구나 쉽게 의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학 온톨로지의 

일환으로 척추 질환에 대한 온톨로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상세 정보를 체계화 시켜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한 

뒤 구축된 온톨로지 모형의 정보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을 만들어 예측진단과 실제 임상 진단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했던 척추 질환으로는 HNP, OPLL, spinal 

stenosis 였으며, 참여 인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1 명,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2 명, 연구원 2 명으로 구성되었다. 온톨로지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는 전문서적과 문헌 고찰을 통해 수집했으며, 최종적으로 임상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는 워싱턴 대학에서 개발한 FMA 모델을 사용해 척추질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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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모형을 구축했다. 그리고 척추질환 정보를 접목시킨 척추질환진단 

예측 시스템의 평가 기간은 2013 년 12 월 16 일부터 2014 년 1 월 2 일까지 

총 18 일에 걸쳐서 진행했다. 피험자의 경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해당 질환으로 입원 후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3 가지 대상 

질환을 예측 진단하고 실제 임상 진단과의 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초점을 

맞춘 임상학적 특징은 신경학적 통증 정보를 활용했다.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 OWL DL 를 적용한 Semantic Work 2008 버전이었으며 최종 

이미지는 Protégé 를 활용해서 확인했다. 

총 3 가지 질병의 정의, 진단방법, 동반 질환, 치료 방법, 수술 방법, 

발생 위치, 유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화 시켰으며 통증 정보에 

대해서도 해부학적 발생 위치, 운동성, 움직임, 유형, 지속성 등을 

구분해서 구체화 시켰다. 또한 3 가지 질병과 통증에 대한 속성 정보도 

유형별로 세분화시켜 온톨로지 모델에 적용했다. 또한 온톨로지 모델을 

적용한 척추질환진단 예측 시스템의 피험자 수는 총 10 명이었으며, 전체 

50%의 진단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일환으로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상 질환으로 했던 3 가지 질병이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대표성이 

부족했으며, 또한 대상 질병의 개수가 적은 한계점 때문에 온톨로지 모형의 

경우 각 질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분절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 자체가 고 난이도의 임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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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여러 다양한 검사를 이용한 세밀한 진단을 요구하는 질병이기에 

임상학적 특징만을 이용해서 진단을 예측한다는 점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험자의 경우 미리 자신의 진단명을 알고 실험에 참여했다는 

점과 시스템 평가를 위해 참여했던 임상의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니피그 

효과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 

된 여러 가지 제한점과 한계점은 앞으로 의학 온톨로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는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FMA 를 사용한 인간의 척추질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의학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의료 분야의 지식은 매우 방대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특성상 

정보의 표준화과 체계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온톨로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전문 영역의 의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사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발전된 인류의 삶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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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인공지능 분야에서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온톨로지는 지식공학, 자연어 

처리, 지식의 표현 기법 등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온톨로지의 

개념이 기존의 개념에서 더욱 확장되어 지능형 정보 통합, 협력적 

정보시스템, 정보검색 그리고 지식관리에 활용되는 등 그 범위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 국한되는 지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합의된 지식을 표현하는 온톨로지는 어떤 특정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개념화”를 표현한다. 또한 

“개념화”의 대상이 포함하는 개념의 종류는 무엇인지,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 조건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경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며, 

인간은 물론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표현 기법을 가진다는 

특성을 지닌다(Fensel, Van Harmelen et al. 2001). 이 형식적인 표현 

기법은 지식의 종류와 깊이, 난이도에 따라 각각 차별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서술형태의 기술론적 방법에서부터 

수 많은 응용 방법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 중 의미론적 인식 

기법을 적용한 지식 표현 방법은 지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활용적인 방법이다. 온톨로지는 의미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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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을 활용해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 표현기법으로 

지식을 재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집단을 

통한 정보의 공유 또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 응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Kouneli, Solomou et al. 2012). 

 

의학 온톨로지(medical ontology)란 의학 분야에 어떤 개체들이 

존재하는지, 개체들 간에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의학 연구의 

종류와 실제 임상간의 어떤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나가기 위한 

연구이다(Sadegh-Zadeh 2012). 의학 분야는 특정한 생물학적 구조나 의학적 

소견이 포함하는 하위 구조, 물질적 특성, 치료 방법적 효과 그리고 다른 

많은 의미론적인 개념들을 포함하는 지식적인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학적 소견에 대해 

추론하고 서로의 공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의학 지식이 포함하는 개념의 실체를 이해하고, 의미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Sadegh-Zadeh 2012). 이는 의학 분야에 존재하는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속성 정보들을 확인하고 각 개체들이 어떤 의미론적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의학적 지식을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으로 변환 

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의학적 지식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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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고 난이도의 의학 전문 영역의 고유한 지식으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고, 구조적인 질의 언어(structured query language, 

SQL)를 이용하여 추출된 정보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의학 지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의료 전문가에게 접근하지 않고서도 누구든지 의학 정보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EROUX1a, McBride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의학 정보 중 척추질환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 방법을 확장시키고 해당 지식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척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3 가지 질병에 대한 온톨로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입력했을 때 환자의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함으로써 단순히 정보 형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형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가용 범위를 확대시켜봄으로써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된 척추질환 정보 활용의 효용성을 평가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추에서 발생하는 3 가지 질병에 대한 정의와 해부학적 

발병 위치, 진단 방법, 치료 방법, 합병증 등 척추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FMA 기반으로 구축된 척추의 해부학적 구조 

정보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척추의 해부학적 

위치 별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척추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과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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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에 대한 정보를 본 시스템에 입력 시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온톨로지 모형의 의미론적 추론을 통해 예측되는 진단이 실제 

임상진단과 비교해서 얼만큼 정확한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본 모델의 

신뢰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단위를 최소화시키고, 정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의 속성과 개념들 간의 관계를 논리 정연하게 

구조화시키는 온톨로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온톨로지의 장점을 이용해서 구축한 척추질환 

진단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나 연구자 또는 개인 사용자는 척추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함께 각 질환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는 임상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진료지침 정보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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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척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질환에 대한 정보와 

질환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필수 진단 요인들을 연계시킨 척추질환 정보 

온톨로지 모형을 이용해서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SDDOS, Spinal Disease 

Diagnosis Ontology System)을 구축하고, 환자가 직접 자신의 증상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예측 진단과 임상의가 내린 

실제 임상진단의 일치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척추질환에 포함될 질환에 대한 용어와 정의, 해부학적, 

임상학적 관련 정보를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보의 표준화 

 

둘째, 표준화 시킨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과 개체, 관계와 속성 등 

분절화 시킨 정보를 서로 의미론적으로 연동시킨 척추질환 정보 온톨로지 

모형 구축 

 

셋째, 구축된 온톨로지 모형을 척추질환 진단 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실제 사용자가 척추질환 진단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측진단 

정보와 임상의가 내리는 임상진단의 일치에 대한 신뢰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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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Ontology 

1) Definition of Ontology 

1990 년대 초부터 지식설계, 자연어처리 및 지식표현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온톨로지는 특정 영역에서 공유하는 개념을 

형식화해서 지식을 표현하고 사용자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컴퓨터 과학분야에서는 온톨로지 용어를 

다양한 분야가 서로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했다(Turk 2006). 이와 

같은 맥락으로 Gruber(Gruber 1993)는 “온톨로지란 특정 영역이나 또는 

복합적 영역들 내에 존재하는 개념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서로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uarino(Guarino 1998)는 온톨로지란 “형식적인 어휘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이론”이라고 하였다. 온톨로지는 

특정 영역에서 공유되는 공통된 개념을 명시하고, 개념 내에 존재하는 

속성들과 속성들의 관계에 대해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의한다. 명시적으로 

정의된 온톨로지에서 지식은 클래스(class), 관계(relation), 

함수(function), 공리(axiom), 인스턴스(instance)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Corcho, Fernández-López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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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A (Foundation Model of Anatomy) 

FMA(Foundation Model of Anatomy)는 인간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 개체와 각 개체들간에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 온톨로지로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형이다(Rosse, Mejino et al. 1998, Rosse, Shapiro et al. 

1998). 해부학적인 개념과 각 개념들 내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일반화 된 

개념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FMA 는 신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구조화시켰다는 점에서 인간 해부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MA 모형은 다른 모든 종(species)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FMA 는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을 구조화시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식 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 목적에 적합하게끔 

가공되고 변형되어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이는 최종사용자(end-

user)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집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응용 

온톨로지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Rosse and Mejino 2003).  

 

FMA 는 도메인 개념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1. 관계의 분류 또는 

통합(-is a-, -type of-), 2. 구성 관계나 부분-전체의 관계, 3. 공간관계, 

4. 변형관계 네 가지의 중요한 계층적 속성에 대해 명시했다(Rosse, 

Shapiro et al. 1998). AT(anatomy Taxonomy)는 해부학적 분류체계로서 

해부학적 개체들의 분류학적 관계들을 지정하고 다른 개념들과 공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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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개념들로부터 구분시키는 정의적 속성값에 따라서 각 클래스로 

할당시키는 방법이며, ASA(Anatomical Structural Abstraction)는 해부학적 

구조의 추상적 분류체계로서 분류학에서 표현되는 개념들의 부분적이고 

공간적인 관계들의 개념을 표현한다. ATA(Anatomical Transformation 

Abstraction)는 해부학적 변화의 추상적 분류체계로서 태아의 발달, 출생 

후 성장과 노화를 포함한 인간의 전체 수명 주기와 같이 분류법에 표기되어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형태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표현한다. 그리고 

Mk(Metaknowledge)는 메타지식으로 AT, ASA, ATA 모델에서 표현된 

구성요소들의 추상적 개념들의 관계에 근거해서 원칙과 규칙들의 집합을 

생성한다. 이런 추상화 개념은 몸 전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측면(물리적 객체)이나 공간적 측면의 해부학적 구조를 묘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전신의 기초모델은 물리적 

해부학적 개체들의 개별적 클래스들로 구성된 기호 모델의 전체적 통합을 

통해 단계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즉, 전신의 해부학적 기초 

모델(FMABODY)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해부학적 개체들의 기본적인 

모델(FMAPHYSICAL_ANATOMICAL_ENTITY)들의 통합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3) Prerequisite conditions in Ontology 

온톨로지와 온톨로지에 연관된 분석 도구들은 지식을 모형화하고 

추론하기에 적합하다(Berner 2007). Noy N. et al. (Noy, Rubin et al. 

2004)은 의학 분야 지식의 온톨로지 모형 구축과 온톨로지 데이터 저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Baader F. et al. (Baader 2003)은 로직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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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론에서부터 이에 근거한 지식표현 시스템 실행,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 의미적 검색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했다. 온톨로지는 개념들의 

집합이며, 온톨로지로 구축된 모형은 모든 사용자들이 동의하는 표준적 

정보이다. 의학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조건들을 공통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 내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특정 질병 집단에 대한 진단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온톨로지를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OWL 에서 

제공하는 온톨로지 언어 중 하나인 DL(description logic)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추론 기능을 제공한다(Baader, Horrocks et al. 2005). DL 

시스템으로 질병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게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독립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Aristotelian 

정의)할 때에는 유용하다. 하지만 특정 질환 환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진단 요건들에 해당하는 정보의 운영상 정의를 구체적으로 

형식화시키지는 않았을 경우에는 온톨로지 모형을 이용한 추론이 

불가능하다(Gangemi, Pisanelli et al. 1999, Noy, de Coronado et al. 

2008, Bertaud-Gounot, Duvauferrier et al. 2012). Burgun et al. (Burgun, 

Bodenreider et al. 2005)은 온톨로지에서 진단 분류를 위해 적절한 진단 

기준을 사용할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추론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 

요소들이 형식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온톨로지 편집기와 

추론기를 이용한 진단 분류기법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Bertaud-

Gounot, Duvauferri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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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ltistep Expansion based Concept Search 

온톨로지 검색 시스템은 서로 연관된 개념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종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온톨로지 모형에서는 초점 대상이 

되는 개념에 적용되어 있는 관계 규칙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구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온톨로지 검색 시스템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개념을 축출해 내기 위해 개념적 검색 

기법이 필요하다.  

 

개념 검색은 온톨로지에서 의미론적 정보를 다루는 시맨틱 검색 

시스템에 사용된다. Dimitrios(Koutsomitropoulos, Domenech et al. 

2011)는 개념 검색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DL 쿼리 기술서를 

적용시킨 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쿼리문을 공식화했으며 Multi-

Pivot 이라 불리는 Popov 의 탐색 검색법(Popov, Schraefel et al. 2011)은 

온톨로지에서 사용자가 흥미를 가지는 부분의 개념들과 그 관계들을 축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인스턴스들의 의미론적 

검색을 위해 개념적으로 구조화 된 온톨로지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의미론적 개념 검색 방법은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주요한 검색 조건으로, 이는 결과물 그 자체가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들에 대한 개념인 것이다. 모든 하위 개념(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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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들은 그들이 속한 상위 개념(상위 클래스)의 정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과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하위 개념들 또한 찾고자 

하는 검색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미론적 개념 검색 

방법은 is-a 계층적 구조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단계별로 찾아 보기에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의미론적 개념 검색 방법에서의 검색 결과는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 개념들의 단일 집합이긴 하지만, 이 정의 개념들 내에 존재하는 

개념적인 차이는 불분명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계층화를 위해 

보다 확장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결과 개념에 is-a 

계층적 구조를 적용한 결과 확장법이며 다른 하나는 검색 조건에 나타나는 

is-a 계층적 구조를 사용한 조건 확장법이다(Bertaud-Gounot, Duvauferrier 

et al. 2012).  

 

(1) Result Expansion 

온톨로지에서 개념 검색이란, 결과값이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검색된 결과값을 결과적 

개념(resulting concepts)으로 명시하기로 한다. 모든 하위 개념들은 is-a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그들의 속한 상위 개념의 정의를 포함하므로 

결과적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하위 개념들 역시 검색조건을 만족한다. Is-a 

계층적 구조를 근거로 온톨로지 모델 내 구축되어 있는 is-a 계층적 구조를 

이용하여 결과적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또 다른 결과적 개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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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개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이 방법을 결과 확장법(resulting 

expansion)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2) Condition Expansion 

사용자가 속성제약을 포함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검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 또한 검색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is-a 계층 구조를 따르는 검색조건을 찾기 위해 개념을 

확장하거나, 또는 다른 결과물로 생각할 수 있는 하위 개념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조건 확장법이라 한다. 

이러한 조건 확장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결과적 개념에 포함되는 is-a 계층 

구조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조건확장법의 결과물로 나타난 

결과적 개념은 검색 조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제약을 포함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건 확장법에 의한 결과적 개념은 검색 조건에서 

명시된 조건 자체가 검색 범위임을 알 수 있다. 

 

(3) Patterns of Combinations 

결과 확장법과 조건 확장법을 함께 적용한 개념 검색 방법은 몇 가지 

패턴을 나타낸다. 첫 번째 패턴은 결과 확장법과 조건 확장법의 검색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결과적 개념은 결과적 개념이 포함하는 

개념과 검색 조건이 서로 동일하다. 두 번째 패턴은 결과 확장법에 따른 

결과적 개념으로 검색 결과로 나타난 결과적 개념은 원래의 검색 조건에서 

명시된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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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에서 나타나는 결과적 개념은 결과 확장법에 따른 결과적 개념으로 

검색 조건이 개념과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조건 확장법에 따라 구체화 

된 검색 조건 또한 개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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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SDDOS)은 질병의 원인이나 위치, 치료 및 수술 방법, 진단 방법 등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의미론적 관계들을 임상학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구축한 

인간의 척추 질병에 대한 온톨로지적 기술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척추에서 발생하는 많은 질환들 중에서 특징적인 임상 

징후를 가지는 3 가지 질환을 선정하고, 질병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각 질병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포함하는 모든 개념과 각 개념들 

간에 존재하는 속성과 관계들의 성격을 최대한 세분화시켰다. 세분화 된 

모든 정보와 FMA 기반으로 구축한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의 연결 및 확장을 

위해 온톨로지 언어인 OWL DL 을 이용해서 척추질환 정보 온톨로지 모델을 

구축했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와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가 

모두 포함된 척추질환 정보 온톨로지 모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증상과 징후에 대한 정보를 입력 시 UI 

시스템에서 해당 특징적 소견을 가지는 질병에 대해 예측진단을 제시할 수 

있는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SDDOS, Spinal Disease Diagnosis Ontology 

System)을 구축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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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thodology of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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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척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가지는 3 가지 질환을 선정했다. 선정된 3 가지 질병은 1. 

HNP(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2. OPLL(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3. Spinal stenosis 이다.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현업에서 활동하는 신경외과 의사 1 명, 영상의학과 

의사 2 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먼저 

전문서적과 문헌 고찰을 통해 해당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임상의의 확인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를 포함하는 온톨로지 모델은 워싱턴 대학에서 제시한 Foundational 

Model of Anatomy 에서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하였다. 또한 척추 

질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온톨로지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한 SDDOS 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3 년 12 월 16 일부터 2014 년 1 월 2 일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해당 3 가지 척추질환으로 수술한 환자 중 본 시스템 사용과 

정보 활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의의 참여 

하에 시스템을 사용해 보았다. 임상의의 경우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방법 그리고 원활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로만 참여했으며, 환자의 진단명이나 임상적 증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 가지의 대상 질병 중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실제 임상의가 확정 진단을 내린 상태에서 

본인의 증상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직접 입력했으며,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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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근거로 임상의가 내린 확정 진단과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 진단의 

일치도를 평가해 보았다.  

 

 

3 연구도구 

1) Spinal Diseases 

(1) Information of spinal disease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는 임상의가 참여해서 선정한 3 가지 질병인 HNP, 

OPLL, Spinal stenosis 는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그 발생빈도가 

높으며, 각 질병이 발생하는 척추의 해부학적 위치가 분명하고, 각 질병 

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모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모형을 

구축 시 진단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나 확률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제외시키고 사회적으로 공통되고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진단 기준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Excel 2010 version 을 이용해서 3 가지 질병을 나열하고 각 질병의 

정보를 표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체화 시켰다. 각 

질병의 정보를 구체화하는 이유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각 진단 요소들이 포함하는 속성들을 이용한 의미론적 

추론을 통해 예측진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사용자적인 측면에서는 

질병에 대해 표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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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진단 요소들에 대한 운영상의 정의를 명백히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질병의 정보를 속성별로 구체화 시킨 항목으로는 질병의 정의, 해당 

질병의 세부 유형, 발생원인, 진단방법, 질병의 해부학적 발생 위치, 동반 

질환, 징후 및 증상, 증상의 원인, 치료방법(수술적 방법, 비수술적 

방법)이다[table 1].  

척추 질환 진단을 위한 영상 이미지의 경우 서울 성모병원의 CT 와 MRI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본 온톨로지 모델에 적용되는 영상 정보는 척추질환 

진단을 위한 의미론적 검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하여 척추질환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참고 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이미지 정보를 연계시키는 수준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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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3 spinal diseases 

Information HNP OPLL Spinal stenosis 

Location 

C5-6, C6-7, 

L4-5, L3-4,  

L5-S1, T8-L1, 

T11-12 

C2-T5 (주요) 

척추의 모든 부위 

L1-2, L2-3,  

L3-4, L4-5,  

L5-S1 

Cause 

노화에 따른 점진적인 

탈수로 압력과 염전을 

감당하기 어려움                           

골극 형성,  

구상관절의 비대 등이 

척수강과 추간공을 좁힘 

좌골신경통, 외상, 추간판 탈

출, 추간판 절제술, 

chymopapain 주입 후 발생 가

능 

유전적인 소인 

후관절 비대, 황색인대 비후 

상위 후관절 내측 모서리 비대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간격 소실,      

상위 관절돌기의 아탈구 

제 5요추의 횡돌기가 아래로 

길게 내려옴 

천골의 안쪽날개가 위로 자라

나 제 5 신경근 눌림 

Definition 척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 골화증 요추관 협착증 

Diagnosis 

단순방사선촬영, CT, MRI 

면밀한 병력청취 

신경학적 검사, 척수 조영술 

MRI 

CT 

단순방사선촬영 

병력파악, 진찰소견, x-ray, 

MRI, CT,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Concomitant  
황색인대 골화증 

미만성 특발성 골 과증식증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디스크 간격 소실, 측만증 

요추의 전방 또는 후방전위 

L5-S1 사이 극 외측 추간판 탈

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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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HNP OPLL Spinal stenosis 

Sign & Symptom 요통, 방사통, 흉추부 통증 

무증상, 수부의 감각이상   

경미한 경부통, 저린감 

보행장애를 보이는 하지 증상 

요통, 하지 방사통 

신경성 간헐파행증 

화끈거리는 통증, 저림 

Treatment 

Surgical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Minimal invasive tubular 

discectomy                     

Microscopic lumbar 

discectomy 

전방접근 감압술 

추체 전/부분 적출술 

후방접근 감압술 

추궁제거술 

추궁확장술 

후궁절제술 

부분 후궁절제술  

극돌간 간격장치  

유합술 

기구고정술  

Non-Surgical 

Epidural block                                 

Caudal block                            

Transforaminal block        

Decompressive neuroplasty  

IDET                                

Epidural laser neural 

decompression 

침상안정, 경추보조기 착용 

약물치료, 

견인술 

약물치료 

주사요법  

물리치료  

적절한 운동요법 

Type 

Cervical/Lumbar/Thoracic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연속형/분절형/혼합형/국소형 

중심부 협착증 

관절하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추간외공 협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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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tinct diagnostic features of spinal disease 

본 연구는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시켜 

시스템으로 구축시키고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과 특징적 소견을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측진단이 실제 임상진단과 

일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론적 추론이 가능한 온톨로지 

모형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온톨로지 모형에 적용될 필수 

진단요소들은 CT 나 MRI 또는 각종 운동검사 정보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진단 

기준방법이 아닌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chief complaint 이나 symptom 과 

같은 주관적인 증상이며 각 증상들의 특징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척추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증상과 

징후, 임상적 특징들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운동 능력 검사나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 진단을 유추해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임상학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임상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기존의 접근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활용해서 예측 진단을 유추해 

내고 이렇게 유추한 예측 진단과 실제 임상진단과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징후는 병리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Attal, Fermanian et al. 2008).  

신경학적 통증은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을 시 

야기된다(Merskey 1986).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통증은 만성인 통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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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제한과 어려움이 있다는 특성을 가지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이다(Dworkin, Backonja et al. 2003). Woolf 와 Mannion(Woolf 

and Mannion 1999)은 신경학적 통증이 병리생리학적 매커니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신경학적 통증을 야기하는 주요한 질병들의 종류로는 요추나 경추의 

신경근증, 외상성이나 수술 후의 신경계 손상 뿐만 아니라 당뇨나 대상포진, 

척수손상, 뇌졸증, 다발성 경화증, 암, 그리고 HIV 감염과 같은 

질병군까지도 포함되는데(Bouhassira, Lantéri-Minet et al. 2008). 이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신경학적 통증의 유병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정 질병에 의해서 야기되는 신경학적 통증을 이용한 

접근방법은 해당 질병에 대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메커니즘 

기반의 접근법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3 가지 질병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경학적 통증의 발생 부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추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신경학적 통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경학적 통증 정보를 척추질환진단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먼저 신경학적 통증이라는 상위 클래스 개념이 포함하는 

다양한 속성들을 각각의 하위 클래스로 분류시켰다(Attal, Fermanian et al. 

2008, Bouhassira, Lantéri-Minet et al. 2008). 통증의 하위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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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로는 첫 째, 통증의 발생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해부학적 하위 클래스, 

둘 째, 통증의 형태 속성을 포함하는 통증 유형 하위 클래스, 셋 째, 

신체의 움직임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동작 하위 클래스 넷 째, 신체의 운동 

행위에 따라 구분되는 운동 하위 클래스 마지막으로는 기타 속성 하위 

클래스로 나뉘었다[table 2].  

 

첫 째, 해부학적 하위 클래스는 어깨와 경추를 의미하는 목, 손과 상완, 

하완, 손, 손가락, 경추를 제외한 척추, 골반과 엉덩이, 서혜부,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발가락으로 의미 분절화를 통해 속성을 구분하였다. 

또한 서혜부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어깨의 경우에는 해부학적 위치를 

보다 세분화 시켜서 질병 별로 발생하는 통증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해 

내기 위해 해당 부위를 전면과 후면, 측면 그리고 중앙으로 각각 

나뉘었으며 허리의 경우 중앙과 하부로 세분화 시켰다.  

둘 째, 통증 유형 하위 클래스의 경우 통증 유형의 세부 속성에 따라 

다시 네 가지의 하위 클래스로 나뉜다. 첫 번째는 통증의 발생 빈도 

속성으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통증의 감각 종류 속성으로 타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 욱신거리는 느낌의 전격통,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의 작열통, 

얼얼한 느낌의 저림, 둔한 느낌의 둔통, 그리고 근긴장감, 고통스러울 

정도의 시림, 감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찌릿함, 몸이 가려운 소양증, 

무감각증, 쥐어 짜는 듯한 통증,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듯한 압력, 몸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는 통증의 발생 기간 속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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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통증 기간이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통증의 강도에 따른 속성으로서 통증 강도의 심각성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분류하였다. 

셋 째, 동작 하위 클래스는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속성값을 구분한 

방법으로써 팔과 다리, 손목과 발목, 발가락 그리고 목의 경우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굴곡, 굴곡의 반대 개념으로 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신전 

그리고 인체의 장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돌리는 회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특정 압력에 대한 신체의 자동 반사 기능 또한 동작 하위클래스로 

분류시켰다.  

넷 째, 운동 하위 클래스의 경우 신체의 운동 행위 속성에 따른 

분류로서 앉을 때, 일어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걸을 때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또한 걷는 경우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또는 평지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속성을 구분시켰다.  

마지막으로 기타 속성 하위 클래스의 경우 각 개체들의 속성이 위의 네 

가지 분류 중 어떤 특징적인 한 가지 분류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척추질환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통증 속성으로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기에 특정한 특징적 속성으로 묶여지지 않는 몇 가지 개체들을 기타 

하위 클래스로 분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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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 information of pain  

Definition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I Specification II 

Pain 

Anatomy 

Shoulder Anterior/Lateral/Posterior/Inter 

Neck(C-spine)  

Arm Upper/lower 

Hand  

Fingers Thumb/index/middle/4th/5th 

Back  

Hip/Buttock  

Inguinal Anterior/Lateral/Posterior/Medial 

Thigh Anterior/Lateral/Posterior/Medial 

Knee Anterior/Lateral/Posterior/Medial 

Calf  

Foot Dorsum/Sole 

Toe Big toe/2nd/3rd/4th/5th 

Type 

Constant/Intermittent  

Radiating/Shooting/Burning/Tingling/ 

Dull/Tightness/Painful cold/ 

Electric shocks/Pins and Needles/ 

Itching/Numbness/Squeezing/Pressure/ 

Sta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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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I Specification II 

Type 
Acute/Chronic 3 months 

Mild/Moderate/Severe  

Motion Flexion/Extension/Rotation/Tilting  

Action 

Sitting/Standing/Lying/  

Walking 
Ascend/Descend/ 

Flat 

Other 

Claudication/Coughing/ 

Sneezing/Bicycling/ 
 

Voiding 
Intact or not/ 

Partially or Complete impaired 

Perianal sensation 
Intact or not/ 

Partially or Complete impaired 

Weakness 

Handling chopsticks 

Fastening buttons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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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ol of Ontology 

SDDOS 의 기초가 되는 척추질환정보 온톨로지 모형은 Altova 

SemanticWorks 2008 을 사용해서 개발했다. Altova SemanticWorks 는 시맨틱 

웹 개발 시 효과적으로 시각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RDF/OWL 편집기로서 

Protégé 버전으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OWL 을 사용하여 구축한 

온톨로지 모형을 시각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운영되는 집합 내 관계들을 탐색하는 

경우 의미론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고 신속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입력한 정보의 표현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표준화해서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온톨로지 활용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Altova 

SemanticWorks 는 RDF, RDF Schema, OWL Lite, OWL DL, OWL Full version 을 

모두 지원하므로 원하는 온톨로지 모형 구축 시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lasses, properties, instances, allDifferent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추질환정보 온톨로지 모형 내에 포함된 고유 

용어(이름, 정의, 속성, 관계, 동의어 등)들은 모두 각자 속성에 맞는 탭 

내에 그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이 정보들은 온톨로지 내에 존재하는 

개념들과 개념들 간의 관계 유형을 표현하고, 이 관계들을 이용하여 각 

용어 간의 연결성을 구조화 시킨 텍스트 뷰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Altova SemanticWorks 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구축한 온톨로지 모형을 그래프 형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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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tology Modeling (OWL DL) 

본 척추질환정보 온톨로지 모델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개발한 표준 온톨로지 언어인 OWL DL 을 사용했다. OWL 은 용어의 계층적인 

구조와 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온톨로지 생성언어이며 OWL 의 세 가지 표현 

방법 중 하나인 OWL DL 은 어휘 사용에 있어서 타입 간의 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클래스나 개체, 속성들이 서로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OWL 

DL 은 의미론적 검색을 위한 본 연구의 모델에서 정보의 개념과 관계들을 

이용한 추론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1) Anatomy of spine 

해부학적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Noy, Musen et al. 2004). FMA 는 

해부학적 정보를 시스템의 프레임에 통합시킨 원천적인 정보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척추의 해부학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워싱턴 

대학에서 구축한 FMA의 구조적 정보를 참조 모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온톨로지 모형에 적용된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에 대한 

위치와 속성, 관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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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tomical information represented in the ontology 

Entry Ontology OWL Expression 

Location Anatomical location spine:isPartOf 

Properties 

Part name rdfs:label 

Anatomical Classification rdfs:subClassOf 

Apply the standard code spine:KOSTOM 

Anatomical definition 
spine:definition 

spine:description 

 

 

Table 4 Disease related information represented in ontology 

Entry Ontology OWL expression 

Location Anatomical disease location spine:hasSite 

Disease 

Properties 

Name of disease rdfs:label 

Classification of disease rdfs:subClassOf 

Apply the standard code spine:KOSTOM 

Definition of disease 
spine:definition 

Spine:description 

Clinical diagnosis Spine:diagnosis 

Cause Spine:hasCause 

Concomitant disease Spine:hasConcomitantDisease 

Complication Spine:hasComplication 

Symptom & Sign 
Symptom 

Spine:hasSymptom 

Spine:causeOfSymptom 

Sign Spine:hasSign 

Treatment 

Surgical treatment Spine:hasSurgicalTreatment 

Non-surgical treatment Spine:hasNonsurgicalTreatment 

Conservative treatment Spine:hasTreatmentConservative 

Image 
Preoperative image hasImageBeforeTx 

Postoperative image hasImageAfte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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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fication of spinal disease  

척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3 가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하기에 앞서 각 질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표준화시켰다[table 1]. 논리적으로 구체화 시킨 항목들은 다시 

세분화 작업을 통해 각각의 개체 내에 존재하는 개념과 속성 그리고 각 

개념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속성과 인스턴스들을 정리해서 개체가 

포함하는 가장 최소한의 의미로 정보의 단위를 분절화 시켰다. 각 질병에 

대한 정보는 해부학적 위치, 질병 별 속성, symptom 및 sign, 치료 및 

수술방법, 그리고 해당 질환을 진단할 때 참고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이미지의 5개 분류 기준으로 구분했으며 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2) Specification of diagnostic features 

척추질환정보 온톨로지 모형의 의미론적 추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필수진단 요소인 통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table 2], 

각 정보의 속성을 유형별로 분절화 시켰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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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in related information represented in ontology 

Entry Ontology OWL Expression 

Symptom Pain pain:isSubClassOf 

Pain Properties 

Action 

pain:isSubClassOf 

Motion 

Sensation 

Type 

Other 

 

 

 

4)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질병의 특징적인 증상을 

이용하여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진단해 보고 해당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Spinal disease 

diagnosis ontology system, SDDOS)을 구축하기 위해 척추질환 정보를 

표준화시킨 온톨로지 모델을 적용했다. 온톨로지 모형이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 SDDOS 브라우저 내에 

나타나는 정보를 최대한 단일 화면에 표현했으며,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태플릿 PC 인 갤럭시 탭 10.1 을 

사용해서 UI를 활용했다. 

 레이아웃, 사이즈, 폰트, 색깔 등의 스키마 활용을 위해 HTML 과 

CSS 로 UI 를 구성했다. SDDOS 브라우저의 레이아웃은 총 3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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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섹션은 환자가 본 시스템을 사용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증상 입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며 동의서에는 환자가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했다[Figure 2].  

두 번째 섹션은 환자가 본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의료진이 환자의 실제 임상 진단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의료진이 입력한 임상 진단명은 환자가 시스템 사용 완료 후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예측 진단과 비교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Figure 3].  

세 번째 섹션은 SDDOS 의 핵심으로서 3D 로 구성된 인체 모형을 

이용해서 환자가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3D 이미지를 회전시켜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 부위를 

다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Figure 4]. SDDOS 는 환자가 직접 입력한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근거로 시스템 하단에 구축되어 있는 온톨로지와 

연동시켜 해당 위치에서 통증을 느낄 때 추론할 수 있는 통증의 종류와 

유형, 강도 등과 같은 임상학적 증상에 대한 자세한 항목을 의미론적 추론 

기법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Figure 5]. 

SDDOS 에서 제시하는 질문의 순서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통증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보에 대해 입력을 완료하고 나면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의 예측 진단명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예측 진단과 실제 임상진단과의 일치성에 대한 온톨로지 

모형의 의미론적 추론 연결의 정확성을 평가했다[Figur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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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consent form of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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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put patient’s individual information and clinical diagnosis 

information into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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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3D images in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to 

check the points where patients feel pain directly and indirectly 

(s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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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ecking the detailed information of pain which is followed 

based on ontology tree (s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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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uggest predicated diagnosis in the SDDOS which is diagnosed 

based on the specific information that patients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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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tailed and precise information of predicat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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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척추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본인의 질환에 대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SDDOS,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me)을 구축하기 위해 3 가지 척추 질환에 대한 

정보와 임상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했다. 또한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된 척추질환 정보를 적용시켜 SDDOS 를 설계했으며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직접 

본인의 증상에 대한 임상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보고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예측 진단과 실제 임상진단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해 보았다.  

 

1 OWL representation for spinal disease Ontology 

FMA 를 기반으로 구축한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와 척추에서 발생하는 

3 가지 질병, 그리고 3 가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특징적인 임상 

진단요건으로 선택한 통증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해서 3 가지의 각기 다른 유형의 정보를 의미론적으로 통합시킨 

척추질환 정보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시킨 OWL description 의 결과는 

[Figur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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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OWL description i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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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al stenosis 의 경우 상위 클래스는 disease 이며, foraminal 

stenosis, extraforaminal stenosis, central stenosis, subarticular 

stenosis 를 각각의 하위 클래스로 가진다. 또한 spinal stenosis 는 그 

자체로서의 인스턴트 속성도 포함한다.  

Spinal stenosis 의 3 가지의 하위 클래스 중 foraminal stenosis 의 

경우 해당 질병의 한글 명칭에 대한 annotation 을 포함해 여러 가지 속성 

정보가 다양한 relation 으로 연결되어 있다.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hasCause relation 의 경우 “상위 관절돌기의 아탈구 (subluxation of 

superior articular process)”, “추간공 내 디스크 탈출증의 동반”, 

“디스크 간격의 소실”속성을 포함한다.  

Foraminal stenosis 가 발생하는 해부학적 위치는 anatomy 정보를 

포함하는 anatomy 클래스와 hasSite relation 으로 연결되어 “L1 – L5, 

S1”의 속성을 가진다. 또한 hasSymptom 의 경우 pain 을 속성별로 분절화 

시킨 pain 클래스에 대한 정보와 연결된다. Pain 이라는 상위 클래스에서 

속성별로 분류시킨 하위 클래스 중 해부학적 위치의 경우 

hasPainAnatomy 의 relation 으로 연결되며 통증의 발생 부위는 특정한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하지에 많이 

나타나는 해부학적 속성 정보를 가진다. 

Pain 의 종류로는 hasPainSensation 의 경우 numbness, paraesthesia, 

loss of motor control, lower back pain 등의 속성을 가진다. 

HasPainDuration 의 경우 intermittent 속성을 가지며 hasPainChronicity 의 

경우 크게 특징적인 속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HasPainIntensity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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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한 속성을 가진다. 또한 hasPainMotion 속성의 경우 허리를 

reflexion 하는 경우의 속성을 가지며 hasPainAction 의 경우 lying down, 

standing 의 속성 정보를 가진다. 그리고 hasPainOther 은 bicycling, 

claudication과 같은 속성 정보를 가진다.  

척추질환 정보 온톨로지 모형을 그래프로 표현한 내용은 [figure 9] 와 

같다. 또한 OPLL, HNP, Spinal stenosis 가 가지고 있는 하위 클래스와 

관계, 속성 정보에 대한 온톨로지 그래프 모형은 [figure 10-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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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ntology graph in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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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PLL ontology graph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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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HNP ontology graph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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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pinal stenosis ontology graph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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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ults of SDDOS test 

연구 기간 동안 해당 연구에 참여해서 시스템을 사용한 피험자의 수는 

총 10 명이었다. 3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의 일치도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50%였으며, 각 질환 별로는 HNP 의 응답자 수는 4 명이었으며 그 중 응답 

일치율은 50%였다. OPLL 의 응답자 수는 2 명이었으며 그 중 응답 일치율은 

0%였다. Spinal Stenosis 의 응답자 수는 4 명이었으며 그 중 응답 일치율은 

75% 였다.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 진단은 피험자가 응답한 통증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추론되었으며, 피험자가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실제 임상 

진단이 HNP 였고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 진단 또한 HNP 인 경우의 응답 결과는 [figure 13,14]와 같다. 또한 

실제 임상 진단은 HNP 였으나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 진단이 OPLL 로 나와 

진단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figure 15,16]과 같다. 실제 임상 

진단이 OPLL 이고 시스템에 제시한 예측진단이 HNP 로 나와서 진단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응답 결과는 [figure 17]과 같다. 또한 [figure 

18]의 경우 실제 임상 진단명은 OPLL 이었으나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 

진단이 3 가지 모두가 나온 경우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응답 일치율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제 임상 진단이 Spinal stenosis 이고,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 진단이 Spinal stenosis 인 경우의 응답 결과는 [figure 

19,20,22]와 같다.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 진단은 Spinal stenosis 이지만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 진단이 OPLL 로 나온 경우는 [figure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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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HNP case 1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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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HNP case 2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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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NP case 3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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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HNP case 4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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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OPLL case 1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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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OPLL case 2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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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pinal stenosis case 1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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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Spinal stenosis case 2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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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pinal stenosis case 3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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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pinal stenosis case 4 in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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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본 연구는 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누구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끔 정보를 다양하게 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온톨로지 

특성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의학 지식을 최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보로 구조화 시켜 컴퓨터와 

연계시켰다. 다양한 의학 정보 중 척추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학 지식의 새로운 사용법에 

대해 시도해 보았다.  

 

1 Spinal disease & Diagnostic features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경학적 질병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3 개의 질병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골연화로 각각 질병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신경학적 질병뿐만 아니라 골절 등과 같이 정형학적인 

질병들을 포함하여 수 많은 질병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질병들이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했던 척추질환정보 온톨로지 모형은 3 가지 질병을 끝으로 본 

연구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척추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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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는 온톨로지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이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질병들을 진단함에 있어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존의 전형적인 질병 진단 방법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다양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초기의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질병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임상적인 

특징들 중에서 대상 질병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통증이라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절화시켜서 각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통증의 발생 증상과 위치와 같은 통증의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임상 진단을 기준으로 예측 진단을 진단한 결과 50%의 진단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했던 3 가지 질병은 

통증의 발생 부위나 유형 등 각 질병 별로 나타나는 임상적인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 일치율은 필연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만약 통증이라는 진단 정보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척추 질환들을 계속해서 본 연구 모델에 

추가한다면 아마도 진단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즉,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을 진단하기 위한 임상적인 특징으로 통증이라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통증이라는 정보만을 

유일무이한 정보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보통 단순 골절보다는 신경학적 질병을 동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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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임상적인 증상이나 특징만 가지고 질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고 난이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 장비를 동반한 전문적인 검사와 함께 임상의의 축적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초기 

목적이었던 의학적 지식의 대중화와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접근방법을 위해 

계속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2 Ontology 

본 연구에서는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그 질병의 임상학적 특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최대한 분절화 시킨 정보를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접근을 시도했다. 척추의 

해부학적 구조의 경우는 FMA 를 참조한 표준화 된 모형을 적용했으며, 

임상학적 특징으로 초점을 맞추었던 통증의 경우 임상의의 전문적인 소견과 

각종 문헌을 참조해서 통증의 발생 위치, 유형, 운동 행위의 구분 등으로 

최대한 세분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질병 정보의 경우 질병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속성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이 포함하는 정보 중 치료방법의 분절화와 같은 경우 

수술적 방법, 비수술적 방법으로만 나누어 수술적 방법은 A, 비수술적 

방법은 B 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적 방법이라 할지라도 병변 

부위의 절제 범위에 따른 수술 종류, 수술 별 유형, 동반 수술 유무 등과 

같이 더 세부적인 속성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병에 

적용되는 수술 정보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본 모델의 크기를 제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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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 모델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질병 개수의 제한으로 

인한 모델의 가용 범위가 너무 작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부적인 속성을 분절화 시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질병을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온톨로지 

모형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포함하는 세부적인 속성들 

역시 세부적으로 분절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예측된다.  

 

3 The Clinical trial 

본 연구에서 목표하고자 했던 전문적인 의학 정보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온톨로지 모형으로 구축한 척추질환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시스템을 사용해보았다.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전문적인 정보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접근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확하고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초점으로 맞추었다. 하지만 본 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했던 피실험자가 해당 질환과는 전혀 무관한 무작위적인 

일반인이 아닌 연구 대상 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해당 수술을 시행한 

환자였기 때문에 피실험자는 실험 참여에 앞서 이미 대상 질환으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이 의료진에 의해 구체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환자가 막연하게 몸에 통증이 있다고 느끼던 정보가 

수술 전 임상의의 구체적인 문진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통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평가하는 동안 임상 시험을 위해 함께 참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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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경우 환자에게 임상 실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스템의 사용과 

조작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의료진의 참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며, 환자의 진단명을 미리 아는 

상태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실험 참여 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도적인 항목 

선택 유도와 같은 기니피그 효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의 평가 기간이 18 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 기간과 연구 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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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MA 를 사용한 인간의 척추질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의학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척추의 해부학적 정보와 함께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중 3 가지의 질병 즉, HNP, OPLL, Spinal stenosis 에 대한 정보들을 

표준화시키고 척추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임상학적 특징 중 통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준화 시켰다. 

각 속성별로 세분화 시킨 각각의 독립적인 정보들을 의미론적 접근 기법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으며, 하나의 통합된 온톨로지 정보 모형으로 

완성시켰다. 완성된 척추질환정보 온톨로지 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척추질환진단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목표로 했던 대상 질병이 있는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질환에 

대한 지식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피실험자는 2013 년 12 월 16 일부터 2014 년 1 월 2 일까지 서울 성모병원에 

대상 질환으로 입원 후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질병 개수의 

제한이나, 임상학적 특징 속성의 한계점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은 

있었지만 실험 결과 임상의의 임상진단과 대비해서 시스템에서 제시한 

예측진단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50%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한점이 되었던 몇 가지 해결 과제들을 개선했을 때 추후 발전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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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은 시스템 DB 의 디자인과 저장된 자료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향후 현재의 온톨로지 모형을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다양한 척추질환정보를 추가한다면 본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의료 분야의 지식은 매우 방대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특성상 정형화시켜 

체계화시키기 어렵고, 전문가의 임상적인 지식의 근거 없이는 정보를 

표준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온톨로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현재로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화하고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응용시켜 표현할 

수 있는 상용화 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지식 컨텐츠를 타 비즈니스 분야의 상품으로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의 명확하고 조직화 된 

추론 계층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온톨로지를 이용한 정보 활용 방법의 다양한 응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척추질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과 그에 연관되어 있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학 

지식에 대한 정보의 표준화와 구체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류의 삶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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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logy is a logical knowledge represented method which is the 

study of the kinds of things that exists. Ontology is not the 

vocabulary as such that qualifies as an ontology, but the 

conceptualizations that the terms in the vocabulary are intended to 

capture. Indeed, the term ontology is sometimes used to refer to a 

body of knowledge describing some domain, typically a commonsense 

knowledge domain, using a representation vocabulary.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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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information in a large and complicated collection of 

medical data is a complex task. The use of tools and biomedical 

resources could ease the retrieval of the information desired. 

In this paper, we are aimed to build the medical ontology spinal 

disease information especially, HNP, OPLL, Spinal stenosis to improve 

the use of medical knowledge easily by using ontology tools, medical 

terms and the diagnostic system. 

There are 3 steps to accomplish this study. First of all, we 

gathered the information about 3 spinal diseases, FMA of spine and 

neurological pains as diagnostic criteria. Second, we built the spinal 

disease information ontology model as a medical ontology. Last, we 

built the spinal disease diagnostic ontology system to evaluate the 

validation of ontology model which was built in the second ste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eriod of the 

research was 18 days and the rate of concordance of clinical diagnosis 

versus predicated diagnosis that was suggested by SDDOS was 50%. But 

this kind of rate would be lower and lower if other cases would be 

added. Because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effect of guinea 

pig, the lack of number of the subjects etc. And the diagnostic 

criteria was the most limitation of this research that used only 

neurologic pain because it is hard to explain all of those kind of 



７５ 

 

spinal diseases which are very complex and needs many kinds of precise 

and technical examination to diagnosis.  

Even 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aspect of approach newest method using medical information 

which was never tried before. In the future, the efficiency and the 

accuracy of SDDOS on the changes in process should be analyzed using 

more precise standards and diagnostic crite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