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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 어 서비스 시스템의 바이오 데이터 분석 과정을 로세스로 해석하기 하여, 

온톨로지 기반 통계학  개인 맞춤형 질병 측 기법인 PCADP(Personalized Computer Aided Diagnosis Probability)

를 제안하 다. 한 이러한 개인 맞춤형 질병 측 기법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 어 데이터  헬스 어 서비스 

명세의 의미 있는 표 을 하여 헬스 어 온톨로지 임워크를 시맨틱스형으로 모델링하 다. PCADP 기법은 

스마트 헬스 어 환경에서 개인 맞춤형 별 기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인 실시간 처리, 유연한 구조, 별과정의 모니

터링, 지속 인 개선 등에 부합하는 통계학  질병 측 기법임을 확인하 다.

키워드 : 스마트 Healthcare 서비스, 개인맞춤형, 질병 측, 온톨로지, 시멘틱스

Abstract  A novel diagnosis scheme PCADP(personalized computer aided diagnosis probability) is proposed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PCADP scheme is a personalized diagnosis method based on 
ontology and it makes the bio-data analysis just a 'process' in the Smart healthcare service system. In addition, 
we offer a semantics modeling of the smart healthcare ontology framework in order to describe smart 
healthcare data and service specifications as meaningful representations based on this PCADP. The PCADP 
scheme is a kind of statistical diagnosis method which has real-time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flexible 
structure, easy monitoring of decision process, and continuous improvement, 

Key Words : Smart healthcare service, Personalized, Computer Aided Diagnosis Probability, Ontology, Semantics

1. 서론

스마트 헬스 어 산업은 특성상 서비스 규모가 방

하고, 정부, 병원, 통신회사, 서비스  제조업체 등 다양

한 사업주체가 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스마트 

헬스 어 련 법, 제도의 정비가 완비되지 못하 고 각 

부처별로 지원된 로젝트도 상호 유기 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 으로 진행되어 수행 로젝트간 시 지 효과

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스마트 헬스 어 로젝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모의 공용 스마트 헬스 어 서비스 

랫폼 구축을 통해 독립 으로 수행된 로젝트의 산출

물을 상호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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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FID/USN, HSDPA 등 u-IT 신기술의 발 으

로 향후 10～20년 내 스마트 헬스 어 자리매김할 수 있

는 센서네트워크, 4G 등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의 상용

화가 본격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속인터넷, 와이

로 등 유ㆍ무선 네트워크 인 라의 증가로 언제, 어디서

나 건강 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어 환경이 속히 정착되

고 있다[6-8]. 한, 병원 운 의 효율성 제고와 외 경

쟁력 강화를 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자 으로 기록하

는 병원 의료정보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병원 내 정보화

로 력병원  병원 간 는 재택환자 간 건강정보 송수

신 등 정보 공동 활용의 기반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9-11].

생체변화를 진단하는 심 계, 뇌 계, 환자 감시 장치, 

근 계, 압계, 청력계, 분만 감시 장치와 같은 일부 계

측장비는 국내 벤처기업에서도 개발되고 있다[12-14]. 

한 병원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한 데 반해 국내

에서 개발하거나 생산되는 제품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여타 외국 제품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에서 많이 뒤처져 

있어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

가기 연구소와 학계 그리고 산업체연구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  생체신호 측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지만 앞

에서 언 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진한 실정이다

[15-18]. 

2. 스마트 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 기법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 어 서비스를 한 개인 

맞춤형 질병 측 알고리즘을 로세스로 해석하기 하

여 두 가지 내용을 제안하 다.

첫째, 온톨로지 기반 스마트 헬스 어 환경에 부합하

는 개인 신체 인 구조에 합한 질병 측 기법인 

PCADP를 제안하 다. 스마트 헬스 어 환경에서 개인 

맞춤형 질병 측 별 기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인 실시

간 처리, 유연한 구조, 별과정의 모니터링, 지속 인 개

선 등에 부합하는 통계학  질병 측 기법이다. 본 기법

은 헬스 어 데이터  응용서비스 신뢰도를 확보하고 

스트 스 정도, 당뇨, 비만과 같은 일반 인 질병 측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된 개인 맞춤형 질병 측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CI(Combination Interrelation) 배열와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을 새롭게 고안하 다. 

새롭게 고안한 두 배열은 상 사용자의 생체신호와 

증상을 이용하여 그 상이 환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률 으로 측하는 알고리즘 이다. 이러한 확률 측 

알고리즘은 크게 학습단계(learning stage), 의사결정나

무단계(decision trees stage), 측단계(prediction stage) 

그리고 피드백단계(feedback stage)로 구성된다. 학습단

계에서는 이미 검증된 질병을 가진 집단과 정상집단으로

부터 생체신호와 증상의 조합 패턴을 추출하여 각각의 

행렬 구조에 장한다. 한, 한 상의 생체신호와 증상

을 이용할 때 각 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

여 가 치행렬(weight assignment matrix)을 비한다. 

의사결정나무단계(decision trees stage)에서는 학습단계

(learning stage)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노드

(node)와 에이지(edge)로 연결된 뿌리나무(rooted tree)

를 만들기 해서 질병의 분류에 따라 구성하여 만든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의 데이터를 분류한다. 

측 단계에서는 의사결정나무와 행렬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안된 확률식을 통해 질병 확률을 측정하게 된다. 피드

백단계에서는 측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반응을 통해

서 질병 측 기법을 보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은  

① 질병으로 인한 생체신호  증상의 정도는 환자집단

과 정상집단에서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과 ② 두 개

의 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은 구별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을 제로 하고 있다.

본 별 기법은 특정질환과 련 있는 신체증상이나 

생체신호의 종류의 서비스와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가 치를 결정하여 질환에 계없이 배열 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축 된 환자집단과 정상집단의 데이터로 배열

을 학습한다. 학습된 배열을 사용하므로 여러 종류의 신

체 , 증상  구조를 지원하면서도 상 으로 빠른 학

습과 별 속도를 가지고 있고, 쉽게 정 결과의 역 추

도 가능한 장 이 있다. 한 개인 맞춤형 질병 측 

정확도의 향상을 하여 환자집단과 정상집단의 크기 차

이를 고려하여 PCADP 배열의 값을 계산하는 식에 정규

화 기능을 부여하 고, 사용자 맞춤 진단의 정 화를 

한 개인 맞춤형 피드백 메커니즘을 고도화하 다.

둘째, PCADP를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 어 서비스는 

데이터 명세의 의미 있는 표 을 하여 스마트 헬스

어 온톨로지 임워크를 시맨틱스형으로 모델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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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헬스 어 온톨로지 임워크 기반으로 데

이터들의 계층 구조 분석과 온톨로지 모델 작성을 통해 

서비스, 스트 스, 증상 온톨로지 등 스마트 헬스 어 자

료 명세를 한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한 이러한 온

톨로지의 생성  체계 인 리를 한 온톨로지 리

기를 개발하 고, 온톨로지 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 헬

스 어 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

으로 검색해주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구축하 다.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을 쉽게 이해하기 

해서 <생체신호 조합, 증상 조합> 의 출  빈도 기

록에 사용하기 하여 CI(Combination Interrelation) 배

열을 설명하기 에 <생체신호, 증상> 의 출  빈도를 

기록할 수 있는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을 구

성하 다.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의 각 행은 

하나의 생체신호  증상신호와 연 되며,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의 각 열은 하나의 증

상과 연 된다. 따라서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

열의 각각의 원소는 하나의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과 연 되어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의 출  빈

도를 기록할 수 있다. 

를 들어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이 취

해야 하는 생체신호와 증상으로 각각 두 가지 종류의 생

체신호 {b1, b2}와 두 가지의 종류의 증상 {s1, s2}이 있

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각각의 생체신호  증상은 다시 

두 가지 형태(types)의 생체신호  증상으로 나뉜다고 

가정하면,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은 {b11, 

b12, b21, b22}를 행으로 갖고 {s11, s12, s21, s22}를 열로 

갖는 4 X 4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의 형태가 

된다.

아울러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 {p1, p2, p3}과 정상 

군에 속하는 사람들 {p4, p5, p6} 가 주어지고 각 사람들

이 갖는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즉 질환 군에 속하는 {p1, p2, 

p3}에 해서는  

p1 = {<b11, s11>, <b11, s22>, <b22, s11>, <b22, s22>}

p2 = {<b11, s11>, <b11, s21>, <b21, s11>, <b21, s21>}

p3 = {<b12, s12>, <b12, s22>, <b22, s12>, <b22, s22>}

와 같은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정보가 주어지고, 

정상 군에 속하는 {p4, p5, p6}에 해서는, 

p4 = {<b12, s12>, <b12, s21>, <b21, s12>, <b21, s21>}

p5 = {<b12, s12>, <b12, s21>, <b22, s12>, <b22, s21>}

p6 = {<b11, s11>, <b11, s22>, <b21, s11>, <b21, s22>}

와 같은 정보가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의 각 원소에는 질환집단과 정상집단 

별로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의 출  빈도를 

시켜 기록한다. 즉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의 

각 원소 값은 해당 집단에서의 응되는 <생체신호, 증

상> 의 출  빈도를 나타내게 된다. 

CI(Combination Interrelation) 배열은 IA 배열을 확장

하여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뿐 아니라 생체신호 조합 

 증상 조합 정보를 취 한다. 따라서 CI(Combination 

Interrelation) 배열에는 <생체신호조합, 증상조합> 의 

출  빈도가 아닌 <생체신호 조합, 증상 조합> 의 출

 빈도를 기록한다. 상기 를 상으로 CI 배열을 구성

하는 경우에는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의 행

과 열에 생체신호 조합인 {b11, b21}, {b11, b22}, {b12, 

b21}, {b12, b22}를 행에 추가하고, 증상 조합인 {s11, 

s21}, {s11, s22}, {s12, s21}, {s12, s22}를 열에 각각 추가

한다. CI(Combination Interrelation) 배열은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을 포함하고 있어 

IA(Interrelation Appearance) 배열이 담고 있는 정보보

다는 조  더 포 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측 정확도

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3. PCADP 알고리즘 검증

3.1 질병예측 알고리즘 정규화 

개인 PCADP 알고리즘 정규화 로그램은 특정 질병

에 해당하는 PCADP 배열이 feature 는 range를 공통

으로 하는 스키마(schema)를 이용하여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학습데이터 장, 확률값 제공, 검증 실험 수

행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다. 그리고 그 기능을 

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하여 PCADP 

client를 웹기반으로 구 하 다.  Fig. 1는 구 된 로

그램의 가능한 기능들을 명령 창에 나타낸 모습이다.

PCADP 정규화 로그램은 각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

게 기능을 재구성하 다. 즉, 학습만을 원하는 경우와 질

병 유무 단만을 원하는 경우 각각을 모두 지원 가능하

다. 한, 검증을 한 실험도 XML schema 일과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 쉽게 검증 실험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별로 PCADP배열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장하고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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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를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PCADP 배열은 다양한 질병이나 feature 는 range

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

여 질병별로 다른 feature와 다른 range를 구성할 수 있

게 XML 스키마를 정의하 다. X축에는 생체신호인 

Glucose라는 이름과 그의 range를 포함하고 있고, Y축에

는 증상  하나인 uneasiness와 그의 range를 포함하고 

있다. X축 는 Y축의 feature가 없을 시에는 “T”라는 

이름을 가지는 가상의 feature를 두어야 하고 그것의 

range는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

른 질병들도 해당 질병의 feature와 range를 정의하여 

schema에 맞게 XML문서를 작성하면, 로그램이 

PCADP 배열에 틀을 만들어  수 있다. 

Fig. 1. Program Function 

3.2 검증실험 결과 

Smart Healthcare 서비스 내에서 온톨로지 리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해 스트 스

를 받는 그룹 정을 한 온톨로지 활용 서비스  서비

스 내에서 일어나는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GUI인 온톨로지 리기 모니터를 개발하 다.

온톨로지 리기 모니터(Ontology Manager monitor)

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온톨로지 매니

(Ontology Manager)가 온톨로지의 검색, 추론, 수집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시각 으로 보여주

기 한 도구이다. 입력값(Input), 출력값(Output), 검색

결과(Search Result), 경과 기록(Event Log), 온톨로지 

트리(Ontologies)를 표 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부분들에 해 설명을 하자면 입력값은 

WebVine을 통해 재 서비스에 XML 형식으로 달된 

값들을 출력한 것이다. 검색결과 부분은 주어진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여 온톨로지 매니 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

해 도출된 결과를 출력하는 화면이다. 온톨로지 트리 부

분은 재 작업이 온톨로지의 어떠한 노드를 사용하 는

지 지정하여 보여 다. 출력값은 입력값에 더하여 온톨

로지 매니 를 통해 도출한 결과값을 WebVine을 통해 

다음 서비스에 보내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경과 기록부분은 서비스의 시작, 결과, 종료 여부 등 서비

스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시간을 기록한다.

Smart Healthcare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온톨

로지  온톨로지 리기는 데이터 검색, 리  추론에 

활용될 수 있다. 온톨로지로 구성된 지식베이스는 기존

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의미 으로 표

함으로써 의미가 좀더 명확하게 표 되고 기계가 데이터

를 이해하여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 

PCADP 배열 matrix에서는 Fig.2와 같이 스트 스를 

받는 군과 비스트 스군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

터는 주기 으로 발 하고 일반 인 생체신호와 문진 결

과에 따른 스트 스 확률을 측정하기 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Fig. 2. Stress probability distribution diagram

개인 맞춤형 질병 측 모델인 PCADP 배열은 CI 배열

을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어떤 생체신호

와 신체증상의 조합이 특정 진단에 기여하는지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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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그림 Fig.3에서 칼라로 표시된 부분은 

응되는 생체신호조합과 증상조합의 요소들이고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 개인 맞춤형 질형에측 모델인 PCADP 계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Fig. 3. Health index result obtained from PCADP

PCADP 배열은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는 생체신호와 

신체증상의 다양한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Fig.4에서와 

같이 사용자는 배열에서 그들의 치와 다른 이들의 

치를 비교할 수 있다. 

Fig. 4. Input or Output Data from PCADP

한 PCADP 배열을 사용할 때, 사용자를 환자집단으

로 구분하는데 기여하는 주된 생체신호와 신체증상 을 

찾는 것은 비교  쉽다. 결과 으로, 측시스템은 특정

질환의 원인을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  수 있

다. 개인의 생체신호와 질환의 가 치 벡터는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 진단

이 가능하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Smart Healthcare 서비스를 한 개인 맞춤형 질병

측 알고리즘을 로세스로 해석하기 하여 두 가지 내

용을 제안하 다. 첫째, 온톨로지 기반 스마트 헬스 어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형 질병 측 기법을 제안하

다. 둘째, PCADP를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 어 서비스 

 데이터 명세의 의미 있는 표 을 하여 스마트 헬스

어 온톨로지 임워크를 시맨틱스형으로 모델링하

다.

제안된  PCADP는 Smart Healthcare 환경에서 개인 

맞춤형 질병 측 별 기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인 실시

간 처리, 유연한 구조, 별과정의 모니터링, 지속 인 개

선 등에 부합하는 통계학  질병 측 기법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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