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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식기반의 CDSS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 활용이 가능하
지만 이와 반대로 비지식기반 CDSS는 데이터 확보 등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는 환자로부

의 문제로 하나의 질병에 대한 증상에 대해 한정적으로

터 얻어진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인이 질병을 진단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IBM Watson 등의 인공 지

하고 치료할 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CDSS

능 기술 발전으로 비지식기반 CDSS에 대한 연구 및 개

는 의학적 관찰과 의학적 지식을 연결시키며 헬스케어

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특정 질환에 대해 의미 있는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학적 판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 도움을 준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예방, 진단, 치료, 처방, 예후 등에 모두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Deep Learning:

적용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단과 치료, 처방의 영

DL)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정밀 판별을 용이하게 해

역에서 주로 고려가 된다. 진단단계에서 전문의의 임상

준다. 이를 의료분야에서 활용한다면, 높은 정확도를 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서 보다 정밀한 진단을 도와주

진 질환 진단기법을 학습 및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도 하고, 치료와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심 서비스

기존의 진단, 치료방법을 더 정밀화하거나 새로운 치료

(Drug Utilization Review: DUR)[1]와 같이 환자의 약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비지식기반 CDSS에서 인공지

물 복용정보를 제공하고 약물의 부작용이 없도록 도입

능과 기계학습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선 임상의료데이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환경이 고도화되고 전문화

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위해 최근 Elec-

되면서 환자의 진료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의사결정

tronic Health Records(EMR)과 CDSS를 연계하는 연구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함께 관련

CDSS는 의약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에 큰 주제로
남아있다.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지식기반 규칙 베이스와 머신러닝 또는 인
공지능을 이용한 방법이다[2].

기술의 성숙은 큰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3].
하지만 아직 EMR을 CDSS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법률적인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개인정
보보호, 신뢰성 또한 로우(Raw) 데이터의 무결성 등).
관련된 법률적인 규제, 의료현장에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시스템의 정확성 등의 문제점은 존재

Ÿ 지식기반 CDSS(Knowledge-based CDSS)
지식기반은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상관 관계와 규
칙을 포함하고 주로 IF-THEN 규칙을 사용

하고 있으나 EMR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CDSS관
련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
서는 CDSS의 기술현황, 시장현황 및 관련 기술 국내외

Ÿ 비지식기반 CDSS(Non-knowledge-based CDSS)

현황을 검토하고 보다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해 과거

CDSS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력이나 임상의료정보에서 발견된 패턴을 학습하

자 한다.

여 의사결정을 제공
비지식기반 CDSS는 주로 한정된 증상에 대해 집중하
고 주로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증상들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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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CDSS 시장 현황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인구, 의학적인 오류 때문

Corporation, MEDITECH, NextGen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LLC, Novarad Corporation, Wolters
Kluwer, Zynx Health(이상 미국) 등이 있다.

Ⅲ. CDSS 기술개발 동향
1. 의료진단 지원 기술
에 발생하는 질환들의 증가, 치료의 질 개선 요구 등 다

CDSS는 결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진의 의사결

양한 의료산업 분야의 요구로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가

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7]. 이들은 현재 개발

증가함에 따라 CDSS 관련 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된 CDSS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MarketsAndMarkets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의 CDSS 시장 규모가 5.58억

Ÿ 진단 지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3-2018년 사

의료 지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평

이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가하여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진단 정보를 제공한

CAGR)이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4]. 또한,

다. 경험이 많지 않은 임상의가 복잡하거나 비연

P&S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CDSS 시장이 2022년

관 질환 케이스를 다룰 때 유용할 수 있음.

에는 21.5%의 CAGR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Ÿ 치료 방법 결정 지원

[5]. (그림 1)은 지역별 CD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방법들의 불일치성,

나타나 있다.

오류, 누락, 가능한 부작용, 기존 사례 성공 확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와 함께 CDSS 구현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의 및 환자로 하여금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의 출현으로 CDSS 관련 헬스케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시장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많은 헬스케

함. 환자의 데이터와 알려진 표준 치료법을 기반

어 IT 업체들에게 방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 CDSS 요

으로 제안된 치료 계획들을 평가함. 기존의 많은

구분야는 약물 상호작용 감지, 약물 부작용 알림 등에서

방법들이 치료 계획들에 대한 규칙베이스이며 치

질병 및 치료법 진단 등으로 점차 고도의 지능화 기능을

료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의 지식베이스

요구하는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라우드

Ÿ 처방 결정 지원

기술의 확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활용의

의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CDSS 기술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IBM Watson의

다. 예를들면, 약들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제공하

진단 적용사례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한편, 시장에

는 기술, 여러 약들을 함께 처방했을 때 나타나는

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업체로는 Agfa Healthcare

부작용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 처방 약의 양적 오

(벨기에), GE Healthcare(영국), Siemens Healthcare(독

류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

일), Philips Healthcare(네덜란드), athe-nahealth,

Ÿ 정보검색

Inc., Allscripts Healthcare Solutions, Inc, Carestream

환자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계획을 결정하는데 도

Health, Inc., Cerner Corporation, Epic, McKesson

움될 수 있는 적절하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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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술. 검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중요도, 적

환자의 32.5%에게 적용하였다. 환자가 내원 시부터 병

용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

원 시스템 내 표준진료지침이 적용되고 진료 순서 오류,

Ÿ 의료영상 분석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해 준다.

엑스레이에서부터 MRI, CT에 이르는 다양한 의

서울아산병원은 2010년 12월부터 내 손 안의 차트라

료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 연속된 영상에서

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최초의 모바

시간에 따라 발생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일에

일 Personal Health Record(PHR)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 임상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있다. 주요 기능은 건강관리, 내차트, 투약관리, 진료서

Ÿ 위험 알림

비스 기능, 건강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뇨, 혈

환자 모니터링 다비이스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를

당, 비만도 체크 등의 건강관리 기능과 데이터 분석을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을 의

통해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확률정보 등을 제공하고

료진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원함.

있다.

2. 국내 현황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 정보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임상데이터웨어하

국내의 경우 CDSS는 EMR과 같이 시장확대 및 공급

우스(Clinical Data Warehouse)를 구축하여 의료정보활

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며 현재 일부병원(분당 서울

용과 시스템 연동에 활용하고자 1,000억원이 넘는 예산

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에서

을 들여 차세대 병원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CDSS를 개발 및 실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CDSS

중소기업들은 특정 질환에 특화된 진단 사업에 뛰어

에 대한 병원의 인식과 사용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

들고 있는데 근래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바

으며, 국내 일부의 병원들이 사용 중이긴 하지만 항생제

탕으로 폐암 여부를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처방, 수혈처방, 중복처방 등의 약물처방의 적성성을 판

뷰노 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 ‘뷰노 메드(Vuno-

단하고, 약물을 경구 투입시 기존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Med)’는 폐암 환자의 CT 사진과 진단 데이터를 모아 해

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투입여부를 판단하는 내용

당 환자의 폐암 여부를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로, 딥런

들이다. CDSS의 구조는 응용프로그램에 하드코드로 되

닝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사의 진단 일치율은 60%에

어 있거나 해당 임상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된 단일룰 기

불과하나, 뷰노 메드는 9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반으로 제작되었다.

뷰노기술의 핵심은 딥러닝 엔진으로 컨볼루션 신경망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2003년 전자의무기록을 도입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장-단기 메모

하여 종이·차트·필름 등이 없는 100% 디지털 병원으로

리 처리가 가능한 순환 신경망기반의 Long-Short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2013년부터는 CDSS를 도입해

Term Memory(LSTM) 네트워크, 멀티GPU(Graphics

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Processing Unit) 구현으로 구성한 뷰노 네트를 기반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차세대 인공지능 병원 시

로 학습, 분류, 세분화, 감지 등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미리 학습된 350여개

(그림 2)는 뷰노 메드의 폐암 진단 영상 예시를 보여주

체크 로직을 통해 처방 약물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사

고 있다.

하여 약화사고 비율을 감소시켰다. 총 13개 진료과에서

뷰노 코리아가 폐암 진단이라면 클디(Cldi)는 유방암

146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을 개발해 입원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회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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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런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세포의 분열과정의 이미지
들을 분석하여 유방암 조직의 유사분열 세포를 찾아 유
방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CDSS의 동향은 규칙에
기반한 표준진료지침 생성 및 약물처방시 생기는 약들
의 간섭 방지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폐암, 유방암 등의 질병의 진단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0]. 각 질환별 진단 정확도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국외 현황
IBM Watson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도적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은 질병진단을 위
해 DXplain[11]을 도입하여 환자의 징후, 증상, 랩

인 연구를 진행 및 적용하고 있다. 2012년 미국 뉴욕의

(LABoratory) 결과와 같은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는 폐암 환자에

위를 포함한 진단들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의료 지식베

대한 치료법 진단을 위해 IBM과 협약을 맺고 60만 여건

이스에 기반한 확룔을 질병진단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의 의학적 근거, 2백만 페이지의 전문서적, 2만5천 건의

의학 자문 교육도구를 제공하여 의료지식이 부족한 의

환자 사례를 Watson에 학습시켜 환자별 폐암 치료법 진

대 학생들이 경험에 의한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는 용도

단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MD 앤더슨은 2013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00개가 넘는 질병에 대

10월부터 백혈병 치료를 위한 치료법 진단에 Watson을

한 상세정보와 각 질병에 연관 참고문헌도 최대 10개까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2014년 미국임상학회(ASCO)

지 제시해준다. DXplain은 처방 결정 지원 기술이 주 기

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00명의 기존 백혈병

술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검색 기술의 일부 기능을 제

환자들 사례 학습 후, 200명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공한다고 할 수 있다.

치료법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의사 판단 대비 82.6%의

VisualDX는 피부질환 특히 발진과 같은 육안으로 진

정확도를 기록하였다[9]. 뿐만 아니라 MSKCC의 2014

단이 가능한 질환에 특화된 CDSS이다. 미국의 절반 이

년 연구결과에서는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 등

상의 메디컬 스쿨과 1500개가 넘는 의료 기관에서 채택

타 질병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

될 만큼 표준 전자 월드 클래스의 의료 영상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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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세대 CDSS 전망
현재는 전통적인 규칙기반 CDSS이 주로 사용되고 있
고 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 가
능한 비규칙기반 CDSS에 연구가 IBM Watson Health
를 필두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Watson Health의 발전
방향을 토대로 미래의 CDSS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
다. Watson Health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의학논문, 임상시험, 가
에서의 검색 기능과 전문가의 의료지식을 기반으로 진
단, 치료, 자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툴이다. 이 툴은
정보검색, 진단결정 지원 및 치료방법 결정 지원 기술의
범주에 속한다. (그림 3)에서 스마트폰 환경에서 작동하
는 VisualDX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Post-operative Expert Medical System(POEMS)는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나는 징후 모니터링 및 다른 정보
들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취할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

이드라인 등 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된 지
식을 기반으로 의료임상 분야의 자연어 질문에 대한 답
변을 근거와 함께 제공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
다. Watson Health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 과정으로 구성된 Deep Question-Answering
(DeepQA)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12].
(1) 자연어 질문 분석
(2) 답변 가설 생성

을 주는 시스템이다. POEMS는 우선순위를 포함한 후

(3) 학습된 지식 기반 가설별 근거 추출 및 스코어

보 진단들을 제시해주고 왜 이런 진단을 내렸는지에 대

(4) 근거 기반 가설 신뢰도 평가 및 우선순위화

한 이유를 제시하며, 가능한 치료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
는지를 제공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분석

우선 임상의사결정에 사용하는 빅데이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한 의료

현재의 CDSS는 일반적인 의료지식을 학습하는 데 초점

진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을 맞추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학습된 일반적 의료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 질병에 연관된

POEMS는 진단결정 지원 및 치료방법 결정 지원 기술

방대한 지식들을 추가로 학습하여 특정 질환에 특화된

의 범주에 속한다.

임상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Glucose Regulation for Intensive Care Patients(GRIP)

Watson Health는 미국 Memorial Sloan Kettering

프로그램은 혈당 수치와 환자의 다른 의료정보를 이용

Cancer Center의 암환자 기록 및 임상 연구결과들을

하여 얼마나 많은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

Watson에게 학습시키기로 결정하였고[14], New York

마나 자주 혈당을 체크해야하는지를 간호사에게 알려준

Genome Center의 종향 의학 관련 지식들을 학습하여

다. 또한, 극단적인 혈당 수치가 모니터링되는 경우 메

뇌종양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15]. 또

일을 통해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하

한, 미래에는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구체적

고 있다. 이 기술은 위험알림 기술의 범주에 든다고 할

인 질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

수 있다.

상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분석 및 예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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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 함 으로서 질병의 진

다음으로 임상의사결정에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

행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다

즘에서, 현재의 전통적인 CDSS는 통계분석 결과 및 규

양한 바이오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칙 기반 알고리즘이 주를 이루지만, Watson Health는

들의 보급이 증가되고 있고, 사물인터넷이 급격하게 발

위에서 언급한 DeepQA 방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

전됨으로써 개인화된 다양한 생체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 빅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스코어링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기

미래에는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딥러닝과 같은 빅데

술을 통해 매우 정확하게 질병의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이터 기반의 정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도입되어 정

CDSS가 구현됨으로써 개인에 특화된 예방의료가 실현

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슈가 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의 바둑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딥러닝은 이미지 분류 및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
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다. 딥러닝은 빅데이
터 환경일수록 굉장히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여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대한 데이터
들이 축적되면, 각 질환별로 진단 및 예측에 관한 정교
한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신뢰도
높은 임상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인공지능

Ⅴ. 결론
CDSS는 의료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판단을 할 때 그
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다. CDSS가 가능 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
록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전자의무기록이란 기
존의 종이 차트를 탈피, 환자의 개인/건강 정보를 전산
화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CDSS는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엔진으로 구축된 CDSS를 활용하여 변화될 미래의 의료

국외 현황을 보면, IBM Watson이 선도적인 연구를

에 대해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의 최윤섭 소장은 최근

진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조건 아래에서 80% 이상의

인터뷰에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예방의료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10]. 2015년에 설립된

(Preventive medicine)를 언급하였다[16]. 정밀의료는

Watson Health에서 Memorial Sloan Kettering 암센터

환자들의 서로 다른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및 MD Anderson 암센터와 협력해 AI를 활용한 진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전사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transcriptome), 단백질체(proteome), 대사체(metabolome)

한림대학교의료원, 가천대 길병원 등에서 자체적인

등 -체학(omics) 분야의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

CDSS를 적용하고 있다[17].

고 있고 미래에는 개인별로 이와 같은- 체학 빅데이터

CDSS는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활용성이 높지 않다.

가 축적될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CDSS는 기존에 주로

통합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부재로 각 의료기관들은

다루고 있는 의료임상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생물

자체적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서 CDSS를 구축하기

학, 생리의학 정보들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개인에

때문이다. 통합된 전자의무기록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

특화되고, 정확도가 매우 향상된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발한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범용적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의료는 환자의 종합적 상태

정밀한 CDSS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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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법률적인 규제, 기술적 난이도 등이 있다. 현재

는 임상의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들이 실제로 원하고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병원간 의료정보 공유가 불가능하

유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져야 한다. 현

다. 또한, 의료정보 표준화나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가

실과 이상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기획, 개발 그리고

이드라인이 없어서 기술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 쉽게 도

평가단계에서까지 임상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18]. 세계적으로 의료IT솔루션이

의료 분야는 공공성의 성격이 짙으므로 민간 기관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추세로 진화하고 있는 만

주관하는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주관

큼 CDSS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

또는 각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의료 선진화를

분이 있다.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별적인 전자의무기록을 해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지만, 통합이 쉽지 않다. 현재 미국에서 100개

약어 정리

가 넘은 전자의무기록 통합 업체가 있지만 최근 연구에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따르면 이들은 모두 수동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있다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T

Computed Tomography

[19]. 각 전자의무기록의 스키마(Schema)가 다르기 때
문에 이를 자동으로 통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

DL

Deep Learning

대일의 데이터 매칭을 통한 통합이 아니라 보다 높은 레

DUR

Drug Utilization Review

벨에서의 통합을 통해 방대한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

DUR

Drug Utilization Review

는 방안이 필요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의학적으로

EMR

Electronic Health Records

10년 전에는 절대 알지 못했던 흐름이나 연관성을 찾을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GRIP

Glucose Regulation for Intensive Care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
현재 CDSS는 주로 비정형적인 의료 데이터로 규칙

Patients
LSTM

Long-Short Term Memory

기반에 기초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19]. 최근 학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딥 러닝 등 기계학습 기술을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DSS에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면 미처 알 지 못했던 의

PHR

Personal Health Record

POEMS

Post-operative Expert Medical System

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딥러닝은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단점 때문에 이를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
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그러나, 기계학습을 잘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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