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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기술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정보
(의료정보, 질병정보 등)가 의료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정보가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다
양하게 사용되면서 환자 치료 방법에 대한 복잡성과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여 병원은 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자질병정보
를 빅 데이터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한 다기준의사결정벙법 중 하나인 퍼지 AHP를 사용한 헬스케어 환자
의 효율적인 빅 데이터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정보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치료기준들 간의 
쌍대비교 척도를 삼각퍼지화하여 환자의 현실적 치료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기법은 쌍대비교를 
통해 질병 치료들간 퍼지이론의 삼각퍼지수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 한 후 치료 방밥에 대한 효율성을 구한
다. 또한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층화하여 삼각퍼지수를 이용한 쌍대비교 행렬을 구
현한 후 질병치료기준별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치료별 효율성을 분석하여 최종 질병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존 질병치료 방법보다 판단 및 치료의 애매함과 부정확성 상태를 5.8% 개선하고 있다.

주제어 : 다중 속성, 접근 제어, 퍼지 AHP, 헬스케어, 프라이버시
Abstract  The recent health care is growing rapidly want to receive offers users a variety of medical services, 
can be exploited easily exposed to a third party information on the role of the patient's hospital staff (doctors, 
nurses, pharmacists, etc.) depending on the patient clearly may have to be classified. In this paper, in order to 
ensure safe use by third parties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classify the attributes of patient information and 
patient privacy protection technique using hierarchical multi-property rights proposed to classif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ole of patient hospital officials The. Hospital patients and to prevent the proposed method is 
represented by a mathematical model, the information (the data consumer, time, sensor, an object, duty, and the 
delegation circumstances, and so on) the privacy attribute of a patient from being exploited illegally patient 
information from a third party the prevention of the leakage of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patient in 
synchronization with the attribute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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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환자의 수는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정보 관리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고있지않아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받는환자의

의료서비스는만족도가높지않다[1,2]. 현재까지헬스케

어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는 사물인터넷 개념을 적용한

서비스, 즉, 각종 웨어러블기기나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신체의 정보를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 환자의 건

강상태를 관리받고 있다[3].

헬스케어 서비스가 IT 기술과 접목하여 서비스가 다

양해지면서헬스케어서비스는전자적의료정보및진료

예약관리를 하는 e-헬스케어에서 유∙무선 온라인 네트

워크를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m-헬스케어로발전

하고 있다[4].

m-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환자는 환자의

질병정보를빅데이터화하여환자의건강문제와관련하

여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목적 및 단계별 평

가기준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m-헬스케어는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존재한다[5,6].

환자의 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빅 데이터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환자의여러질병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질병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필

요하다[5,7,8,9].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연령과 지역에 따라서 치료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환자의질병정보를빅데이터로효율적으로관리하는기

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정보들

간의상관관계를통해치료기준들간의쌍대비교척도를

삼각퍼지화하여환자의현실적치료방법을찾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기법은 쌍대비교를 통해 질병

치료들 간 퍼지이론의 삼각퍼지수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산출한후치료방법에대한효율성을구한다.

또한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방

법들을 계층화하여 삼각퍼지수를 이용한 쌍대비교 행렬

을 구현한 후 질병치료기준별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계

산하여 각 치료별 효율성을 분석하여 최종 질병치료 방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존 질병치료 방법보다 판단 및

치료의애매함과부정확성상태를개선하는장점이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AHP 기법

과 헬스케어/m-헬스케어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

다. 3장에서는 퍼지 AHP 기법을 이용한 환자의 계층적

질병정보관리기법을제안하고, 4장에서는제안기법을

평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AHP 기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의사결정

의목표, 또는평가기준이다수일경우상호배반적인대

안들의체계적인평가가필요한문제들에대해서대안들

의 여러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속성의 상대

적중요도를파악함으로써최적대안을찾는시스템적접

근방법을 의미한다[10,11,12]. 즉, AHP 기법은 전문가를

대상으로의사결정과정에포함시켜야할요소들에대한

문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요소간 관계를 1:1 쌍대비교를

통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계층화한다[13,14,15].

AHP의 적용절차는 의사결정의 목적, 단계별 평가기

준, 대안등으로계층을구성하도록 [10]에서정의한 5가

지 단계를 수행한다.

첫째, 의사결정 문제시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의사결정계층구조를형성한다. 둘째, 각 계층

내의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1:1 상대비교를 통하여 판단

자료를구한다. 셋째, 의사결정요소들의상대적인가중치

를 계산한다. 넷째, 쌍대비교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유값

을이용하여일관성을검증한다. 다섯째, 각 계층별로얻

어진요소들의중요도를평가대상이되는대안과결합하

여 대안들의 최종 종합순위를 구한다.

AHP 기법은 [11,12,13]에서 개발한 고유벡터를 활용

하여 평가요소 간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다

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다.

 =   (1)

′ =( ,  ,...,  )  (2)

여기서 는 평가요소간상대적인중요도에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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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의미하며, 는쌍대비교에관한행렬를의미하

고, 는 평가요소들을 의미한다.

식 (1)∼식 (2)는 벡터 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쌍대비교를통해정확한가중치를평가할수없다. 따라

서, 벡터 는 고유근 분해로 추정하여 식 (3)처럼 구한

다[5,7].

 ′′ = max ′   (3)

여기서, m ax는 가장 큰 고유치를 의미한다.
식 (3)에서 m ax는 보다 항상 같거나 크기 때문에

m ax가 에 가까울수록 쌍대 비교에 관한 행렬 가

오류가 없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식 (4)∼식 (5)로 확

인 할 수 있다.

 =

m ax  
  (4)

 = 


×  (5)

여기서, 는일관성지수를의미하고 은일관성비

율을의미한다. 는요소간상관정보비율을의미한다.

2.2 헬스케어 서비스와 m-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는신체에각종웨어러블기기나스마

트기기와연동해정보를감지하거나수집해환자의건강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7]. 최근 헬스케어서비스는휴대기기와 같은 IT 기술

의접목으로실시간으로환자의생체정보를모니터링하

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m-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5,6,9]. 헬스케어 서비스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약되어 의료 서비스를 긴급하게 제공되어야

할환자에게서비스가이루어지지못한문제점을가지고

있다. 그러나 e-헬스케어서비스는기존의료서비스에서

제공하는의료서비스보다환자에게전자적의료정보및

진료 예약관리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

다. m-헬스케어는 e-헬스케어 서비스의 전자적 의료정

보 및 진료 예약관리 등을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유․무

선온라인네트워크를활용하여서비스를한단계더진

화한 서비스이다[8].

m-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재공하지 않는

보안 서비스를 현재 PKI 또는 데이터 암호화 등을 중심

으로제공하고있다. 그러나, m-헬스케어는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존

재한다[7].

3. 퍼지 AHP를 이용한 환자의 계층적 
   질병 정보 관리 기법
이 절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

병정보를 퍼지 AHP를 사용하여 계층화하고, 환자의 치

료 정보에 대한 속성정보를 부여하여 환자 데이터를 관

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3.1 개요
현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는 환자의 치

료방법및정보의다양성으로인하여병원(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안 기법에서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정보를

동일 그룹에 있는 질병 정보와 비교하여 환자의 질병치

료를관리하기위해서퍼지 AHP 기법을적용한다. 제안

기법에사용된퍼지 AHP 기법은환자의질병을평가할

때다음과같은 3가지평가기준을기반으로사용자의질

병을 진단한다. 첫째, 상호베타성이다. 상호베타성은 환

자의질병정보간에독립성이유지되어야한다. 둘째, 완

전 결합성이다. 완전 결합성은 질병정보의 상위 질병정

보에 대한 하위 질병정보와 종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처리성이다. 처리성은질병정보의처리가능한수

를 유지해야 한다.

제안기법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정보를퍼지 AHP를 이용하여계층적으로분류하고

퍼지질병정보의 상관관계를 통해 치료기준들 간의 쌍대

비교 척도를 삼각퍼지화한다. 또한, 제안 기법은 쌍대비

교를통해질병치료들간퍼지이론의삼각퍼지수를적용

하여상대적인중요도를산출한후치료방법에대한효

율성을 계산한다.

환자개인에대한개별질병정보들에대한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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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책의변경없이도역할의변경을통해다양한정책

을 할당받는다. 또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위협이 증가되

는 환경에서 병원이나 약국이 환자의 질병 기록을 악용

할 경우, 제안 기법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게 제한된 권

한을부여하여환자의동의에따라진찰및치료내역을

이용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사용자의 권한확인 및 기록

접근제어등을통하여환자, 병원, 약국의권한을분리하

여최소한의업무만을수행하여제 3자는쉽게환자의민

감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3.2 삼각퍼지지수를 이용한 환자 질병 중요도 
결정 모형  

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받는환자의치료를효율적으

로처리하기위해서환자의질병정보들간의상관관계를

통해 치료기준들 간의 쌍대비교 척도를 삼각퍼지화하여

환자의현실적치료방법을찾는다. 특히, 이절에서는쌍

대비교를 통해 질병 치료들간 퍼지이론의 삼각퍼지수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한다. 또한 환자의 질

병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층화하여 삼각퍼지

수를이용한쌍대비교행렬을구현한후질병치료기준별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치료별 효율성을 분

석하여 최종 질병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3.2.1 퍼지 AHP 평가요소 결정 계층화
이과정에서는환자의질병정보간의애매성을보완하

기 위해서 환자 질병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환자 질병 정보들을 쌍대비교 행렬을 통해 나타낸다. 여

기서 쌍대비교는 환자 질병 정보들의 중요도, 대안의 중

요도에 대한 환자 질병 정보를 용이하게 평가하기 위해

서사용된다. 환자질병정보의계층이 개의요소로구

성되어 있다면 (-1)/2회 만큼 비교 횟수가 필요하다.

AHP 계층내환자질병정보간쌍대비교를통한계량

적인판단을수행하기위해서제안기법에서는 ×행렬

로정의된matrix의한성분이 의질병속성을가지고

있다면질병속성 가질병속성 보다상대적으로얼

마나중요한가를나타내게된다. 즉, 한 질병요소가또다

른 질병 요소에 비해서 알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

며, 대각선 중심으로 반대편의 질병요소들에겐 역수 값

의형태를취하게된다. 동일한질병요소를평가하는곳

이나상대적중요도가같은경우에는모두 1의값을기입

한다. 질병평가요소가각각 ( ,  , ...,  )의중요도

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쌍대비교 행렬은 식 (6)과 같다.

=

(6)

여기서, 가 / 라면 와 는 1,2,...,이고,  가

1라면, 는 1,2,...,이다. 가 이고 가 ∅이면 

가 1/이면 는 1,2,...,이다.

3.2.2 환자 질병 정보간 상관관계 
이 절에서는 환자 질병 간의 역대칭성의 특징을 가지

고 환자 질병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는 과정을 기술한

다. 제안 기법에서 가중치 계산과정은 행렬의 쌍대비교

과정이완전히정확하고일관성이유지된다고가정한다.

이 가정에서 행렬의 모든  ,  , 에 대하여 = ∙

가성립되어식 (7)와식 (8)이 만족된다. 식 (7) ～식

(8)에서 모든  , 에 대해서 환자 질병의 상대적 중요도

는 식 (9)처럼 구할 수 있다.

 =  /  i, j = 1,2,...,   (7)

 = (/) (/) = / =  (8)

 =  /  =


= 


(9)

식 (9)처럼 행렬이 완전한 일관성이 된다면 방정식의

근 (=1,2,...,)는 가장 큰 근 하나만이 m ax = 을

가지며나머지근들은 0이된다. 이때, 고유값에해당하

는 고유벡터를 구하고, 상대적 중요도 합이=1이

되도록 정규화하면 각 질병정보 속성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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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처럼제안기법에서는환자의질병정보를종류,

위험도, 개수 등으로 환자의 질병 정보에 대한 상관관계

를나타낼수있다. 식 (10)에서 k는환자의질병정보의

개수를의미하고, 는환자의질병속성정보 와 

사이의 상관 정보를 의미한다.  와 는 이 0

이상이고 이 1미만(0≤ , ≤1)인 조건에서 동일하

다. 만일 이 0이면속성정보 와  사이의상관

관계는 없다.

3.2.3 계층별 질병정보 간 중요도 선정
이 과정은 환자의 질병정보를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최적의의료서비스를환자에게제공하기위한중요도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제안 기법에서 사용하는 계층별 질

병정보간중요도선정방법은환자질병간계층정보들

사이의중요도행렬과각질병정보에대한대안들간의

중요도 행렬을 곱하는 단계를 통해 질병 정보의 가중치

를 종합하여 최종 질병 정보의 중요도를 선택한다. 질병

정보의최상위계층에대한 번째하위계층에있는질병

정보의 최종 질병정보의 중요도는 식 (11)처럼 구할 수

있다.

 = 
  



  (11)

여기서, 는 첫 번째 질병 정보 계층에 대한 번

째질병정보계층요소의종합가중치를의미하고, 는

추정된 질병정보 벡터를 구성하는 행을 포함하는

 ∙ 행렬을의미하고, 는 번째계층의질병정

보의 수를 의미한다.

Ⅵ. 평가
질병정보의 중요도 평가를 위해서 현재 헬스케어 서

비스를제공하는 5개병원의 20명의전문가의의견을기

하평균(Geometric mean)을 사용하여 질병 종류, 치료분

야, 의료 서비스 역할 빈도 등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Fig. 1] Type of Disease information

[Fig. 1]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종류에 따른 퍼지 AHP 모델의 2계층 가중치를 도출한

결과이다. 그림 1의 결과처럼 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받

는 환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암 서비스를 제공받

는 환자의 가중치가 0.484로 가장 높았으며 뇌졸중 환자

가 0.249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골절환자의 가중치는

0.249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인들의 생활

습관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Fig. 2] Therapeutic areas of Disease information

[Fig. 2]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의 종류에 따른 퍼지 AHP 모델의 2계층 가중치를 도출

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외과(0.411), 재활의학과(0.39).

내과(0.356), 신경과(0.23) 순으로 가중치가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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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결과는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받는환자의대부분

이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대다

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Fig. 3] Role frequency of Disease information 

[Fig. 3]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역할빈도수에 따른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혐결과, 의사의가중치가 0.627로 가장높았으며, 간호

사의역할이 0.373으로가장낮았다. 약사의경우간호사

의가중치보다높은이유는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받는

환자 대부분이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사에게 처방약을

바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자 질병 정보에 따른 환자의 의료서

비스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층화하여 삼각퍼지수를 이용한 쌍대비교 행렬을 구현

한 후 질병치료기준별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치료별 효율성을 분석하여 최종 질병치료 방법을 선

택하기 때문에 기존 질병치료 방법보다 판단 및 치료의

애매함과 부정확성 상태를 5.8% 개선하였다. 이같은 개

선 효과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질병정

보를 빅데이터하여 치료에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실험

결과에서는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받는환자의질병정

보에 따라 서비스 분야 및 역할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대

부분이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대다수를차지하였기때문이다. 향후연구에서는병원과

환자사이의환자개인건강정보를확장하여다수의병

원에서환자의개인건강정보를통합운영관리할수있

도록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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