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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원정보시스템의 전세계적인 보급과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병원내의 의료데이터가 기하
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특징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는 유용
한 임상지식의 보고로서 그 가치가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데이터에 숨겨진 지식을 발견하여 구조화시킴
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데이터마이닝은 임상부분에 적합한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급성염증을 가진 환자들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병명을
판단하기 위한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 방법은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나이브 베이지안으로 진행한다. 기존의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며 성능 또한 우수하지만, 속성별 독립을
가정하기 때문에 의료데이터를 분석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해 나이
브 베이지안 학습 전에 클러스터링을 선행하여, 기존 데이터에 클러스터링 클래스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급성염증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방광염과 결석으로 인한 신장염을 효과적으

로 진단해낸다.

키워드: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클래스, 나이브 베이지안, 의료데이터마이닝

1. 서 론

  의료데이터가 담고 있는 환자의 수많은 임상적 특징은

결과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단순 조직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환자의 진료과정의 부산물로서

인정된다.[1] 따라서 의료데이터는 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

이며, 의사들이 효율적인 치료패턴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줌으로 인해서 이에 근거한 진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
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급성염증(Acute Inflammations)을
가진 환자의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진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학습을 진행한다. 특징이 추출된 데이터는 각

속성에 따른 인스턴스(instances)를 클러스터링

(Clustering)을 적용한 나이브 베이안(Naive Bayesian)
을 이용하여, 환자의 특징에 맞는 병명을 판단하기 위한

학습을 한다.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은 각 속성별로 결합

하는 확률이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이라는 가정[2]을

하는 방법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적합하며,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분류기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마이닝은 여타 데이터마이닝 분야에

비해서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수행과

정이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신뢰

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과정을 선행하여 클러

스터링 클래스(Clustering-class)를 추가한다. 이로 인해

서 병명에 대한 적합율의 신뢰도가 상승되었으며, 대량

의 데이터에서는 수행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본 론

2.1 의료데이터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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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마이닝은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규칙적인 패턴

을 발견하고 의사결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비

즈니스, 공학, 과학 그리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

과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성과 또한 눈부시다. 
  견고한 예측모델의 생성과 신뢰성 높은 예측을 통하여

의료 실무자들에게 병의 예후와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의

료분야의 데이터마이닝은[3] 높은 신뢰도의 요구와 데이

터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활용도가 다소 미미하다. 그러

나 각종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진단명을 예측

한다면 의료진들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

다 확실한 적합률이 필요하다. 

2.2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은 클래스의 사전 지식과 데이터

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증거를 결합시키는 통계 원리인

베이스 정리(Bayes theorem)에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

기 위한 베이지안 분류 방법이다.[4] 클래스 레이블 가

주어졌을 때,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는 속성들이 조건

부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여 조건부 확률로 계산하며,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식(1)에서 속성 집합 X={ X 1,X 2, . . . . ,X d}는 d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5] 그러나 이는 특정 분류 내의

클래스에서 인스턴스의 출현 확률이 같은 분류에 있는

다른 인스턴스의 출현 확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즉
클래스별 인스턴스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이
러한 가정은 실제 데이터 적용에서 근원적인 결함을 가

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분류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마이닝의 경우 분류의 신

뢰도가 매우 중요함으로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보다 베이

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s) 학습[6]이 더 이용되

고 있다.

2.3 제안한 클러스터링 클래스를 적용한 학습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특징이 정의되지 않은 집합으

로 그룹화 하는 것으로 관심 있는 그룹의 개수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분석 기법이다.[7] 
  본 논문에서는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 이전에 전처리

과정으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링 클래스

를 추가한다. 그 후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는 시험 항

목을 분류하기 위해 각 클래스 에 대한 사후확률을 계

산 한다.

   

     
    

(2)

 식(2)는 P(X)가 모든 Y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

모를 최대화하는 클래스 P(Y)P(C |Y)Π d
i=1P(X i|Y)를

선택하면 되고, 이는 클러스터링 클래스의Y에 대한 사

후확률을 포함한다. 

그림 2. 클러스터링 클래스를 적용한 학습 과정

위 그림은 오리지널 데이터를 특성별로 클러스터링 한

후 나이브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

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의 과정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3. 실 험

클러스터링 클래스를 적용한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 방

법은 급성염증을 갖은 환자들의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데이터는 ‘diagnosis.data’[8]로 총 120개의 인스턴스에서

속성은 체온, 구토 증상, 요추 통증, 소변 배뇨, 방뇨 통

증, 요도 팽창으로 총 6개를 추출하였으며, 병명의 판단

은 급성 방광염과 결석으로 인한 신장염으로 제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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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클러스터링 클래스를 포함한 데이터

NO. A1 A2 A3 A4 A5 A6 방광염 신장염
C_

class
•

•

57 37.9 no no yes yes no yes no cluster1

58 37.9 no yes no no no no no cluster1

59 37.9 no no yes yes yes yes no cluster1

60 37.9 no no yes no no yes no cluster1

61 38.0 no yes yes no yes no yes cluster2

62 38.0 no yes yes no yes no yes cluster2

63 38.1 no yes yes no yes no yes cluster2
•

•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클러스터링 클래스의 추

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후에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을 수행하였다. 학습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로서

Java 언어로 개발된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램인 ‘weka'를 이용

하였다. 

[표2] 나이브 베이지안과 성능비교

NB
C-Class

NB
Correctly

Classified Instances
95.8333 % 100 %

Incorrectly Classified

Instances
4.1667 % 0 %

Time taken to build

model
0.03 seconds 0.01 seconds

[표2]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성능비교

BN
C-Class

NB
Correctly

Classified Instances
100 % 100 %

Incorrectly Classified

Instances
0 % 0 %

Time taken to build

model
0.05 seconds 0.01 seconds

실험결과 추출된 5가지의 분류 속성을 바탕으로 진행

된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 2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

으며, 그 후 클러스터를 포함한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에

서 기존의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에 비해 우수한 신뢰도

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수행시간도 나이

브 베이지안에 비해서 단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데이터마이닝의 진단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도 신뢰도

면에서 뒤쳐지지 않으며, 오히려 수행성능에서는 다소

앞선 결과를 보여주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요구되는

높은 신뢰도에 부합하기 위해, 나이브 베이지안 학습시

선행적으로 클러스터링 클래스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실
험결과 수행성능면에서도 기존의 나이브 베이지안의 학

습보다 우수했으며, 수행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진단 학습방법인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의 비교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경우 시각적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므로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으며, 노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임상적 증상을 바탕으로 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수월하다. 하지만 시간을 고려해야하는 즉

각적이고 인텔리전스한 환자진단 연구에는 대량의 데이

터를 다루기에 적합하며,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수행 신

뢰도가 뒤지지 않은 클러스터링 클래스를 추가한 나이브

베이지안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과제

로는 다양한 의료데이터 적용을 통해 객관성 입증이 필

요하며, 더 효율적인 성능을 얻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에

서 가장 적절한 클래스의 수 조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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