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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을 이용한 생활습관성 질환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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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사회는 IT융합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데이터 속에 원
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거나 검색하는 기술도 발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웹서비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의 한계와 개인화의 부족으로 사용자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강정보 지원 서비스는 생체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존 네트워크 기반을 통하여 전송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물론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의료 데이터와 Framingham 위험인자(FRS)를 활용, 신경망을 이용한 생활습관성 질환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생활습관성 질환 환자의 고통호소를 의사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
료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환자의 안위 증진이 향상되게 된다.

주제어 : 헬스케어, 생활습관성 질환, 신경망, 진단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amount of information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 technology. That leads to develop information obtaining and searching 
technologies from lots of data. However, they don’t seem to have been actually effective for users’ health care 
and promotion not only for limitations of Web-based information and but for lack of personalization. Health 
information support services have been generally developed in a format of inputting data on bio-information 
acquired into the computer for the existing network-based transmission. In this paper, a life habits disease 
system that uses the existing medical data and Framingham risk factor(FRS) performs neural network is 
proposed. Based on the proposed system, it is possible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and guideline to doctors 
for recognizing the life habits disease diagnosis of patients and that represents increases in the welfare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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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에 따라 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구의 도

시집 이 심화되고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인구 고

령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성질환의 증가 속도 

한 빨라지고 있다. 한 이러한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여 감염성 질환

이 주된 사망원이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순환기계 질환, 

암, 당뇨, 고 압과 같은 비감염성 만성질환이 사망원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높게 나타

난 상의 원인은 인의 잘못된 생활습 에서 비롯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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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은 개인의 생활습 과 환경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장기간에 된 결과로 볼 

수 있다[1][2][3]. 본 논문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암, 당뇨, 

고 압과 같은 비감염성 만성질환 발생을 사 에 방하

고 최소화를 해 지속 으로 측정한 생체신호(콜 스테

롤, 맥박, 흡연정도, HDL 수치 등)를 패턴화하고 향후 특

정 시 에서의 건강 상태를 측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자 한다. 이는 개인별로 다른 생체신호 데이터를 이용하

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

형 건강 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소 자신의 생활패턴을 

바탕으로 건강 리를 수행하게 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주치의가 개인 환자의 

모니터링 된 데이터를 지속 으로 리해주고 그에 한 

결과를 3단계(건강, 심려, 험)분류하여 평가하게 된다. 

주치의의 평가된 데이터는 신경망을 이용한 생활습 성 

질환 시스템의 결과에 한 데이터로 규정되며 이를 통

해 생활습 성 질환 시스템은 자율 으로 학습하며 환자 

개인의 패턴을 생성하게 된다.

2. 관련연구

2.1 유 헬스 서비스

유 헬스(U-Health)는 I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방, 

진단, 치료  사후 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의 원격보건의료, e-Health보다 넓은 

개념의 서비스로 유·무선 정보통신 인 라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 한다. 

표 인 유 헬스 서비스에는 모바일 건강 리, 의료정

보 온라인 제공, 질병 모니터링이 있다[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시계열 자료

임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시계열 분석을 활용

하 다. 시계열 분석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측하

기 해 기 측 된 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찾는 

것으로써 시계열 생성 과정에 한 모형을 과거 자료에 

내재된 규칙성에 근거한 추정 가능하며 시스템의 미래 

행 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 주어진 

자료의 특정 악, 모델링  측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5]. 시계열 자료의 표 인 분석 방법은 지

수 형활법, 이동 평균법, 박스-젠킨스(Box-Jenkins), 신

경망 기법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에 있어 

신경망의 유용성을 검증하여 신경망의 측성과를 객

으로 평가하고자 다층 퍼셉트론 모형을 많이 사용하

으며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과 비교평가 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6][7]. 다른 연구에서는 기내식 수요 측에 

효율 인 측 기법을 도입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

서 원가 감뿐만 아니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기 해 시계열 분석과 신경망을 활용하여 수요 

측을 한 연구를 진행되었다[8].

2.2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보건․의료분야에서 환자 진료시에 의사는 진단과 치

료에 한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차세  IT융

합기술을 이용한 임상지침 기반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은 의

료진과 자동화된 시스템 간의 다이얼로그를 생성하고 상

 요도를 통해 의료진으로 하여  환자 상황에 

합한 임상 정보와 일반  의학 지식에 더 잘 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진단에 한 확률이나 치료 한 정보를 컴

퓨터가 직 ․간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

한다[8]. 지식 베이스를 지능 시스템에서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표 하는 것과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IT융합기

술이 필수 이다[9].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활용

도를 높이기 한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임상 

환경에서 장 진료를 지원하기 한 지능 시스템 개발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15].

임상 장에서는 상동맥질환의 방과 평가를 한 

도구로서 Framingham 연구에 기 한 험 수도구

(risk scoring tool)를 활용하고 있다[11]. 규모 향 코

호트(prospective cohort) 연구를 통해서 심 질환

(CHD)의 5년에서 10년 후의 발병까지의 환자 험률을 

평가한 것이다. 이는 단일한 험인자를 평가하는 것보

다 다 인 험인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가

장 효과 인 심  질환을 측하고 치료를 결정하는데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12]. 일반 으로, Framingham 

공식은 30세 이하, 는 65세 이상에서보다 년의 백인

과 흑인 남녀에서 험척도를 정확하게 측할 수 있다. 

Frmaingham 공식에 사용되는 험인자는 나이, 도 

콜 스테롤(LDL-C) 는 총콜 스테롤(TC), 고 도 콜

스테롤(HDL-C), 압(SBP& DBP), 당뇨와 흡연이다. 

이러한 험 인자들에 한 험 정도에 따라 수를 부

여하여 그 총합을 이용하여 10년 후 심  질환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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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압과 콜 스테롤 기 은 

JNC-C(Joint National Committee)와 NCEP ATPⅡ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에 의한 것이다[13]. 40세 이상 년 남

성의 규칙 인 운동 습 이 상 동맥 질환을 측할 수 

있는  Framingham 험인자와 사 증후군 결정요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사증후군과 

Framingham 험인자의 계와 유산소 능력과의 계

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VO2peak와

는 음의 상 을 나타내었고, 사증후군 결정 요인과는 

양의 상 을 나타내었다[14]. 기존에 연구에서는 

Framingham 험인자를 비교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거

나 심  질환의 환자 험률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

하 다. 한, Framingham 험인자는 일반화된 척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 맞춘 험률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헬스 환경에서의 의사의 진

단에 지원 가능한 임상의사 결정 지원을 목표로 시계열 

자료를 자가 학습을 통해 분석하고 측하며 결과를 

Framingham 험인자에 용함으로써 개인 패턴에 맞

춘 개인화된 생활습 성 질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3. 신경망을 이용한 생활습관성 질환 

   시스템 설계

3.1 신경망을 이용한 질환 진단 모형

신경망의 학습을 통한 환자의 상태를 측값을 

Framingham 험인자에 용하여 환자의 심  질환

의 험률의 패턴을 평가하 다. Framingham 험인자

의 입력 요소를 [표 1]에 제시한다.

[표 1]과 같은 수치 척도를 이용하여 나이, HDL, 

Systolic BP, 콜 스테롤, 흡연 유무의 6가지 요인 각각

에 수를 찾아 그것을 합산하여 환자의 10년 이내에 심

 질환이 발병할  험률을 계산하 다. 진단 

모델에서 각각 요인의 수를 평가한다. 평가 수를 

측 모델에서 입력층의 입력 노드를 통하여 입력받는다.

<표 1> Framingham 위험인자의 입력 요소
Systolic BP(mmHg) IF Untreated IF Treated

<120 0 0

120-129 0 1

130-139 1 2

140-159 1 2

≥160 2 3

Total      
Cholesterol

point

age 
20-39

age 
40-49

age 
50-59

age 
60-69

age
70-79

<160 0 0 0 0 0

160-199 4 3 2 1 0

200-239 7 5 3 1 0

240-279 9 6 4 2 1

≥280 11 8 5 3 1

point

age 
20-39

age 
40-49

age 
50-59

age 
60-69

age 
70-79

Nonsmoker 0 0 0 0 0

smoker 8 5 3 1 1

Point Total
10-Year 
Risk %

<0 <1

0 1

1 1

2 1

3 1

4 1

5 2

6 2

7 3

8 4

9 5

10 6

11 8

12 10

13 12

14 16

15 20

16 25

≥17 ≥30

 

Age Points

20-34 -9

35-39 -4

40-44 0

45-49 3

50-54 6

55-59 6

60-64 10

65-69 11

70-74 12

75 13

HDL
(mg/dL) Points

≥160 -1

50-59 0

40-49 1

<40 2

다층퍼셉트론 신경망은 입력층와, 은닉층을 가지고 있

으며, 뉴런들 사이의 연결 링크는 각각의 가 치를 갖는

다. 다층 퍼셉트론은 가층내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과 출

력층에서 입력층으로의 직 인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 

방향 신경망이다. 부분의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은 

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주어

진 입력에 해 원하는 출력 결과를 학습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며, 츨력층의 각 뉴런에서 발생되는 출력 오차를 

각 층의 역으로 시켜 나가면서 연결 링크의 가 치 

수정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시킨다. 방향 신경망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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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이 정렬된 층에 배치되어 구성된다. 3층으로 구성되는 

신경망을 I*H*O으로 표시한다. I는 입력층에 속한 뉴런

의 수, H는 간층에 속한 뉴런의 수, O는 출력층에 속한 

뉴런의 수이다. 입력층에 속한 뉴런은 입력을 간층에 

제공한다. 간층과 출력층에 속한 뉴런은 하 층에 속

한 뉴런의 출력 값과 연결 강도의 합을 계산 후 달 함

수를 통하여 출력 값을 계산한다.

3.2 생활습관성 질환 진단 시스템

3.2.1 대상자 설정 및 주요데이터 설정

본 연구는 4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를 상으로 하

다. 상자 설정  주요데이터 설정할 때 특이사항에 

한 질병의 유무를 기 으로 정상과 비정상 군집을 분류

하 다. 환자의 성별, 나이, 생체신호(수축기 압, 이완

기 압, 총콜 스테롤, BMI 등), 흡연유무를 주요데이터

로 설정하 다. 생활습 성 질환 진단 시스템의 시나리

오는 [그림 1]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연령, HDL, 맥박, 흡연유무, 콜 스테롤 수치

와 같은 자신의 생체신호를 매일 자가 측정한다. 측정 된 

기록 데이터는 컴퓨터를 통해 하루 단 로 모니터링 되

고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측정 데이터의 기록 결과

는 의사의 모바일에 MSN으로 송되고 의사는 MSN로 

송된 환자의 측 결과를 통해 3단계(건강, 심려, 험)

로 분류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생활습 성 질환 시스템

의 자가 학습을 한 데이터로 활용되며 생체신호는 학

습을 통해 패턴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시 의 측 

결과를 확인한다. 특정 시 을 생체신호를 Framingham 

험인자의 데이터로 입력하여 험률을 확인하고 시

의 험률을 확인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다.

[그림 1] 생활습관성 질환 진단 시스템

Framingham 험인자는 재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향후 10년 후 험률에 한 수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재 측정된 데이터  미래에 한 생체신호 데

이터를 측하여 환자가 살아가는 건강 상태가 10년 후

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해주게 되며 백분율

로 표 되는 것을 활용하는 개인화된 측반  진단 규

칙이 되는 것이다.

3.2.2 제안하는 시스템의 동작 과정

제안하는 신경망을 이용한 생활습 성 질환 진단 시

스템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생

활습 성 질환 진단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 생활습관성 질환 진단 시스템의 동작 과정

[단계 1] 개인의 성별, 연령, 흡연유무를 입력하고 생

체신호(수축기 압, 이완기 압, 총콜 스

테롤, BMI 등)를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입력층의 4개의 입력노드를 통하여 입력받

는다.

[단계 2] 입력된 데이터를 건강, 심려, 험)로 3가지로 

분류한다.

[단계 3] 1개의 은닉층의 8개의 노드들과 입력층의 노

드들은 병렬 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지

닌다. 수화된 각각의 생체신호에 한 가

치 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패턴화한다. 

[단계 4] 학습을 통해 패턴화 된 측값의 특정   시

을 Framingham 험인자 험률을 평가

한다.

[단계 5] 학습을 통해 패턴화 된 측의 특정   시

을 Framingham 험인자 험률을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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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와 의 시 간 험률을 비교한다. 

[단계 7] 험률을 평가를 해 [단계 4]부터 반복한

다.

[단계 8] 평가된 험률을 바탕으로 환자의 패턴을 정

의하고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생활습 성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를 

방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 리를 한 생활습 성 질환 

진단 시스템을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제

안하는 방법은 진단과 측을 통한 지능 시스템으로 단

순한 컴퓨터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주치의에 의한 3단계

(건강, 심려, 험)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 으로 학습하

여 환자 개인의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환자 건강 상태를 

측하여 개인에 맞춘 건강 리를 제공받게 된다. 제안

하는 생활습 성 질환 진단 시스템을 통한 환자의 생체

신호 측값을 Framingham 험인자에 용하여 10년 

후의 질병 험률을 확인하고 환자의 건강 패턴을 생성

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리한다. 차세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지능 시스템으로써 사람의 경험을 신

경망을 통해 학습해서 가 치를 가지고 진단하며 측 

결과를 가지고 미래시 을 측하는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환자 패

턴에 맞춘 진단으로 신경망으로 측정된 수학  값만으로

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한 의료 문의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경망의 측 결과는 미래 

시 의 측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에 용 가능하나, 

재 시 에는 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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