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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있다. 본고에서는 마인드 맵과 IDT를 이용하여 임상 지식 모
델링을 수행하는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새로운 CDSS를 개발

본고에서는 마인드 맵(Mind Map)과 반복 결정 트리(Iterative

하였다.

Decision Tree, IDT)를 사용하여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기존 연구 [9] [10] [11]에서는 의료 교육을 위해 마인드 맵을

Practice Guidelines, CPG)과 의료 지식을 기반으로 갑상선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12]에서 사용하는 지식 모델링을 위한 마

결절 치료를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인드 맵 활용은 임상 지식 획득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Support System, CDSS)을 개발하였다. 마인드 맵은 CPG에서

다. 현재 갑상선 결절 분야에서는 CDSS의 지식 모델링에 대한

추출한 임상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의사와 지식 공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고의 연구를 통해 CDSS 커뮤니티를 위한

학자가 마인드 맵을 분석하고 이를 IDT로 변환하였다. IDT로부

공유 가능한 지식 획득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13].

터 추출한 최종 지식 모델은 일련의 규칙으로 표현되었다. 2015
년 한 해 동안의 분당서울대병원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CDSS가 제안하는 추천과 실제 의료진에 의한 추천을 비교한 결
과 78.9%의 일치율을 보였다. 불일치한 21.1%의 경우는 환자가
추천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술이 변경된 경우이다. 본 연
구를 통해 마인드맵과 IDT를 사용하는 지식 획득 방법의 우수성
을 입증하였다.

Ⅱ. 제안하는 방법론
임상 지식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일
부 가공되지 않고 비정형이며 산발적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
식을 암묵적 지식이라 한다. 반면에, 명시적 지식은 사람이 이해
하기 쉬우며 공유도 쉽게 가능하다. 명시적 지식을 컴퓨터가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정한 형태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이는

Ⅰ. 서 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 실행 지식으로 변환된다.
마인드 맵과 IDT를 사용하는 목적은 CPG와 의료 전문가들의

CDSS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들에게 임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건정보기술이다[1]. CDSS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 가
능하다. 지식 기반 방법은 절차적 규칙[2]을 사용하며, 비지식 기
반 방법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찾아낸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암묵적 지식을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
시키기 위함이다. <그림 1>은 암묵 지식에서 명시적 지식을 거쳐
실행 지식으로 변환되는 전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브레인스

패턴을 사용한다[3]. 비지식 기반 CDSS는 블랙박스 형태로 의
사결정 과정이 은닉되어 있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추론할
수 없는 반면에, 지식 기반 방법은 화이트박스 형태로 의사결정
과정이 명료하며 그 과정의 추적이 가능하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만큼 화이트박스 방식의
사용이 더 적합하다.
지식 기반 CDSS가 진단, 치료, 예후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들이 진행되었으며[4],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에는 처방
전의 역할[5], 임상 진단[6], 만성 질환 관리[7], 예방 관리[8] 등

그림 1. 지식 획득 과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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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밍, 조사, 검증, 의사 결정표, 알고리즘 등 지식 도출에 중요한

에는 전문가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더 명확한 증거를

방법들은 각각의 풀의 상단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입력, 주요

가지거나 의견이 더 많이 나온 쪽으로 일치점을 찾는다.

목표, 주요 출력, 참여자들의 역할은 풀 안에 명시되어 있다. 최
종 실행 지식 모델은 세 가지 주요 변환 과정 이후에 도출된다.

1. 암묵적 지식을 마인드 맵으로 표현
마인드 맵은 아이디어와 그 관계를 비선형적으로 표현하고 시

•3단계: 그려진 개념과 관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이 과
정에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2. 암묵적 지식(마인드 맵)의 명시적 지식(IDT)으로의 변환

각화하는 도구 모음이다. 마인드 맵은 비정형 형식인 암묵적 지

IDT는 전통적인 결정 트리(DT)의 확장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식을 모든 참여자들이 똑같이 이해 가능할 수 있게 표현한다. 핵

이를 활용하여 마인드 맵을 명시적 지식으로 표현한다. 명시적

심 지식은 중심 주제, 주요 주제, 본 주제, 하위 주제의 네 가지

지식 표현을 위한 IDT 사용은 여러 다른 의학적 의사결정에 DT

방법으로 표현된다[9][14]. 도메인 전문가는 갑상선 결절 치료의

를 사용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17]. IDT가 DT보다 나은 주

기준을 제공하는 핵심 개념을 그린다. 아래는 도메인 전문가와

요 특징으로는 특정 형식에 제약되지 않고, 임상 지식 개념의 의

컴퓨터 과학자가 수행한 작업을 나타내며, 그 결과는 <그림 2>의

미론적 표현에 있어 그 기능을 확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IDT와

마인드 맵 형태로 나타난다.

DT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IDT는 순환적 하향식 구조를 제공하

•1단계: 미국 갑상선 학회와 대한 갑상선 학회의 CPG[15][16]

여 리프 노드(leaf node)가 중간 노드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를 조사하여 환자 치료 추천과 관련된 주요 증상들을 탐색하

다. 이에 따라 리프 노드는 의사 결정 노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 그룹화하며 병합하였다. 갑상선 결절 치료의 주요 예를 살

또한 기존 DT[18][19]와 비교하여 IDT의 분할 가지는 여러 속성

펴보면 미세침 흡인 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FNA) 결

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도메인 전문가의 경험 또는 다른 외부 형태

과 악성(테스트 결과); 원격 전이 임상 단계 (임상 소견, M1);
목소리 변화(환자 증상); 수술 (치료 권고) 등이 있다.
•2단계: 동일한 CPG를 참조하여 CPG의 내용과 도메인 전문
가의 경험 내용을 동일 개념으로 연결하였다. 예를 들어 “악
성”과 “양성”은 개념 “FNA 결과” 개념과 쉽게 연결이 가능하
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개념과 연결이 가능한 복잡한 경우

그림 2.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마인드 맵[12]

그림 3.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IDT[12]
SEPTEMB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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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거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적인 분할의 제약을 없앤다.
마인드 맵을 IDT로 변환하기 위해 그 과정이 도메인 전문가와
컴퓨터 과학자에 의해 반복 사용되고 공유된다. <그림 3>은 갑상
선 결절 치료를 위한 IDT를 나타내며, 다음은 변환 과정을 나타
낸다.
•마인드 맵에서 의사 결정과 관련 있는 개념을 식별
•식별된 개념을 IDT의 결정 노드, 리프 노드와 연결
•결정 노드와 리프 노드에 액티비티, 조건, 추천 등의 속성 부여
•마인드 맵의 연결을 토대로 IDT 모델의 가지 확장
•각 의사결정 가지를 조사하여 필요한 정보 수정
•의료 워크플로우에서 의사결정지원에 사용할 IDT 모델 승인

3. 명시적 지식(IDT)의 실행 지식(일련의 규칙)으로의 변환
IDT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형식을 기반으로
한다. IDT의 XML 기반 표현은 XMI(XML Meta Interchange)
[20]이며, 이는 Enterprise Architect software[21]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XMI 형식은 IDT를 일련의 후보 규칙으로 변환
하기 위한 최종 지식 모델로써 사용된다. 변환은 2단계로 구성된
다.
•1단계: IDT를 XMI 모델로 사용하고 IDT-XMI 모델을 내부
객체 모델로 파싱하며 모델을 DT 구조로 평면화한다. 평면
화 작업 시 순환요소는 제거되며 모델은 하향식 구조로 정렬
된다(<그림 4(b)>).
•2단계: 평면화된 IDT 객체 모델에 재귀 절차를 적용하여 규

그림 4. (a) IDT에서 규칙으로의 변환 알고리즘,
(b) IDT에서 규칙으로의 평면화 과정[12]

칙을 생성한다(<그림 4(a)> 알고리즘 2). IDT 모델에서의 재
귀 절차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되며,

술을, 182명(75.2%)에게 갑상선 엽절제술을, 3명에게 에탄올 또

규칙은 각각의 의사결정 분할 가지에서 생성되며 일련의 후

는 고주파절제술을 제안하였다. 전체 환자 중 언급되지 않은 남

보 규칙 집합으로 반환한다. 갑상선 결절의 경우 IDT 모델은

은 2명의 환자는 협부절제술이 진행되었다. 이 2명의 환자에 대해

3,700개의 규칙으로 표현되었다. 그 후 사례 기반 유효성 검

CDSS는 한 명에게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

증을 수행하여 규칙의 일관성을 검증한 후 지식베이스에 통

는 협부절제술을 권고하였다. 결과적으로, CDSS의 권고사항과 실

합시킨다.

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환자 치료와의 일치성은 78.9%로
나타났다. 수술의 권고는 수술 전 병력 및 TSH 혈액 검사, 갑상선
영상, 병리조직학적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Ⅲ. 연구결과

전체 중 21.1%의 환자는 CDSS 권고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치료
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CDSS가 갑

연구를 위하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483명의 갑상선 결절 치료

상선 엽절제술을 권하였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35명의 환

를 받은 환자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전체 환자 중 239명의 환자가

자와 CDSS가 갑상선 전절제술을 권고하였지만 갑상선 엽절제술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으며, 이 환자들에 대해 CDSS는 239명

을 받은 57명의 환자의 두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82.8%)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을, 35명에게 갑상선 엽절제술을, 2

분석하였다. CDSS 권고 사항과 다른 수술이 진행된 이유는, 수술

명에게 협부절제술을, 4명에게 에탄올 또는 고주파절제술 치료를

중 시행한 림프절의 냉동절편검사 분석 중 예상치 못한 조직학적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전체 환자 중 242명의 환자가 갑상선 엽절

소견이 발견된 경우와 환자측에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기를 거

제술을 받았으며, CDSS는 이들에 대해 57명에게 갑상선 전절제

부하는 두 가지 경우로 확인되었다. 일상적인 임상 실습에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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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냉동절편검사 분석 중 림프절에서의 전이성 조직의 검출은 갑

2016K1A3A7A03951968, NRF-2019R1A2C2090504)을 받

상선 엽절제술에서 갑상선 전절제술로 변경이 필요한 조건이다

아 수행된 연구임. 또한 세종대학교 교수 연구 기금의 일부인 한

[22]. 일반적인 코호트에서, 갑상선 엽절제술에서 갑상선 전절제

국 연구 재단의 지원(NRF2017R1A2B2012337)을 받아 수행된

술로 전환되는 비율은 임상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

연구임.

라서, CDSS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술의 결과 정보

본고는 저자가 출판한 “Use of mind maps and iterative

도향후에는 입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CDSS도 수술

decision trees to develop a guideline-based clinical

이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decision support system for routine surgical practice:
case study in thyroid nodul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Volume 26, Issue 6,

Ⅳ. 결 론

pp.524–536, 2019) 논문을 한글로 번역 및 요약한 것임.

본고에서는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CDSS가 제안되었다. 제
안 CDSS의 핵심은 마인드 맵과 IDT를 이용한 지식 획득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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