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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 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되는 의료분야에서는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
율 으로 상을 분석/ 단하여 의사가 환자진료 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
는 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다종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간결하면서도 효과 으로 개념들을 추출하고 구조화하여 개념계층구조로 표 할 
수 있어야 하며, 실세계의 데이터에 한 구조화와 요약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월하게 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내의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개념들을 추출하고, 개념들 사이
의 상하  계를 악하여 개념계층구조를 구축하기 한 정형화된 데이터분석기법으로서 형식개념분
석기법(Formal Concept Analysis)을 소개하고, 이를 치과 교정학 분야의 환자 임상데이터 분석기법
(Cephalometric Analysis)에 융합한 형태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향후 연구과제 등에 해 
설명한다.

1. 서론

부분의 조직들이 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만 그 데이터들을 효율 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데이터들을 구조 인 형태로 재구성하

기 어렵고, 구조화 되지 않은 량의 데이터 속에서 

정확한 분석과 함축된 지식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1].

형식개념분석기법(FCA:Formal Concept Analysis)

은 도메인 내의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객체(Object)

와 속성(Attribute)들을 추출하고, 이들 사이의 계

를 악하여 개념(Concept)을 생성하고 개념계층구

조(Conceptual hierarchy)를 구축하기 한 수학  

모델을 제공한다[2-4]. 개념계층구조를 토 로 제반 

문제들에 한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한 응용

수학분야의 분석기법인 FCA는 온톨로지공학, 세만

틱 웹, 데이터 마이닝, 소 트웨어공학, 정보 검색 

분야 뿐만 아니라 의학  바이오인포메틱스 등의 

분야에 리 용되기 시작하고 있다[5-7].

의료분야에서는 매일 방 한 양의 다종다양한 데

이터들이 축 되고 있으며 환자진료 시 진단  치

료를 해 필요한 임상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하

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의사결정지

원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식개념분석기법을 기반으로 임상데이터로부터 계

층  개념구조를 구축함으로서, 다량의 임상데이터

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환자진료 시 의사의 진단 

 처방에 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을 개발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형식

개념분석기법의 기본 인 수학  정의와 정형화된 

계층  개념구조의 구축방법에 해 설명한다. 그리

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해서 소개하고,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설명한다.

2. Formal Concept Analysis

2.1. One-valued context

1)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용어 표 화 지원도구  온톨로지 기반의 EHR 상호운용 기술개발 과제(과제번호:A05-0909-A80405-05N1-00050B)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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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alcoholic

hot alcoholic caffeine sparking

Tea X X

Coffee X X X

Mineralwater X X

Wine X

Beer X X

Cola X X X

Champagne X X

<표 1> 음료수에 한 Formal Context

Saddle 
angle

Articular 
angle

Gonial 
angle

Sum

Data1 133.32 145.88 134.47 413.68

Data2 135.55 148.19 135.42 419.17

Data3 135.27 148.81 134.62 418.71 

<표 2> 치과 교정학 분야에서 발생된 한 환자의 
임상데이터에 한 Many-valued Context

(그림 1) 음료수에 한 개념격자

FCA는 개념격자라는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하

는 데이터분석기법의 일종으로서, 개념 인 데이터

분석과 knowledge processing분야의 제반문제들에 

한 수학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FCA의 기본이 되는 Formal context K=(G, M, I)

는 객체들(Objects)의 집합 G와 속성들(Attributes)

의 집합 M, 그리고 G와 M사이의 이항 계 I⊆G✕
M로 구성된다. 즉, 어떤 객체 g가 속성 m을 가지고 

있을 경우, gIm 는 (g, m) ∈ I 로 나타내며, g는 

m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의 경우 7개의 

음료수를 객체 G로 음료수의 5가지 특징들을 속성 

M으로 하는 Formal Context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Formal context K=(G, M, I)에 하여, O⊆

G, A⊆M 일 때, Oʹ=A ∧ Aʹ=O를 만족하는 (O, A)
를 개념(formal concept)이라고 한다. 단, Oʹ  := {a∊
M|∀o∊O:(o, a)∊I}, Aʹ  := {o∊G|∀a∊A:(o, a)∊I}.
즉, formal concept (O, A)는 O의 모든 객체들이 

공통 으로 갖는 속성들의 집합이 A와 같고, A의 

모든 속성들을 공통 으로 갖는 객체들의 집합이 O

와 같음을 의미한다. 한, 임의의 개념 (O1, A1), 

(O2, A2)에 하여, O1⊆O2 (⇔A1⊇A2)라면, (O1, A1)

은 (O2, A2)의 상 개념( 는, (O2, A2)는 (O1, A1)의 

하 개념)이며, (O1, A1)≤(O2, A2)와 같이 표 한다.

Formal context K=(G, M, I)로부터 만들어진 모

든 개념들과 그들 사이의 상 -하 개념 계≤로 이

루어진 계층구조를 개념격자(Concept Lattice 는 

Galois Lattice)라고 부른다. 개념격자는 Hasse Diagram

을 사용하여 계층 인 개념구조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개념격자를 나타낸 Hasse Diagram에서는, 각 개

념들과 이들 사이의 상하 계가 링크에 의해 표시

되며, 특히, 개념들 간의 링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

로에 의해 상 개념으로부터 하 개념으로 속성들이 

상속되며, 하 개념으로부터 상 개념으로 해당 객

체들이 된다. 를 들어, Tea는 고유속성으로 

hot을 갖고 있으며, 상 개념들로부터 non-alcoholic 

속성을 상속받는다. 한편 sparking을 속성으로 갖는 

객체로서는 Mineralwater, Cola, Beer, Champagne

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써, 주어진 문제 역의 객체들과 이들이 갖는 속성

들을 context형태로 악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개념

격자형태로 나타냄으로써, 도메인 내의 개념들을 분

류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계층  개념구조를 수월

하게 구축할 수 있다.

2.2. Many-valued context와 Scaling

FCA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값을 가지는 속성들과 

객체들, 그리고 객체와 속성 사이의 계를 나타내

는 데이터에도 용될 수 있다. 를 들어, “size”라

는 속성은 “small”, “medium” 는 “large” 등과 같

은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속성들을 

many-valued attributes라고 부르고 many-valued 

attributes를 포함한 context를 Many-valued context

라고하며 정형화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1] Many-valued context K=(G, M, W, I)는 

객체들(Objects)의 집합 G와 속성들(Many-valued 

Attributes)의 집합 M, 속성의 값 W, 그리고 G와 

M과 W사이의 계 I⊆G✕M✕W로 구성된다.■
즉, G와 M의 원소들은 각각 해당 context의 객체

들과 각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 그리고 그 

속성의 값들을 나타낸다. 한, 어떤 객체 g가 속성 

m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의 값이 w인 경우, (g, m, 

w) ∈ I 는 m(g)=w로 나타내며, 객체 g는 w 값

을 가지는 속성 m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Many-valued context도 One-valued context와 

같이 table로 나타낼 수 있으며, table의 각 셀에는 

“X”표시 신 해당 객체가 갖는 속성들의 값을 표

시한다(표2 참조).

이와 같은 Many-valued context로부터 개념들을 

추출하고 개념격자를 구성하기 해서는 특정한 규칙

에 따라 Many-valued context를 One-valued 

context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변환된 

one-valued context를 derived context라고 부르며 

이러한 변환과정을 conceptual scaling이라고 한다. 

conceptual scaling하기 해서, Many-valued 

context의 각 속성들은 conceptual scale이라고 불리

는 context를 토 로 One-valued context로 변환되

며, Many-valued context의 각 속성들은 conceptual 

scale에 의해서 해석된다.

[정의 2] Many-valued context의 속성 m에 한 

(conceptual) scale은 one-valued context Sm:=(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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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ddle angle
-3
S.D.

-2
S.D.

-1
S.D.

N
+1
S.D.

+2
S.D.

+3
S.D.

Saddle angle<109.49 X

109.49≤Saddle angle 
<114.81

X

114.81≤Saddle angle 
<120.13

X

120.13≤Saddle angle 
≤130.77

X

130.77<Saddle angle 
≤136.09

X

136.09<Saddle angle 
≤141.41

X

141.41<Saddle angle X

<표 3> Saddle angle속성에 한 scale context

Saddle angle

-3S.D. -2S.D. -1S.D. N +1S.D. +2S.D. +3S.D.

Data1 X

Data2 X

Data3 X

<표 4> 표2에 한 Scaling 용 결과

(그림 2) 한 명의 환자에 한 임상데이터 분석결과와 Cephalometric analysis를 융합한 개념격자

Mm, Im)로 정의된다. 단, m(G)⊆Gm. scale의 객체들

은 scale values, 속성들은 scale attributes라고 부른

다.■

(Mean:125.45, S.D.(Standard Deviation):5.32, N:Normal)

Many-valued context를 One-valued context로 

변환하기 한 scale들은 이외에도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scaling 하고자 하는 속성의 특성에 따라 

scale를 선택하여 scaling하면 된다. 를 들어, 표 2

와 같은 Many-valued context의 각 속성들에 하

여 표3의 Nominal scale을 용하여 손실된 정보 없

이 표 4와 같이 one-valued context로 변환 할 수 

있다.

의 각 정의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치과 교

정학 분야에서 발생된 임상데이터(many-valued 

context)를 scaling하여 one-valued context로 변환

한 후 치과 교정학 분야의 환자 임상데이터 분석을 

한 Cephalometric analysis 기법을 융합한 형태로 

개념격자를 표 하 다(그림 2 참조).

3.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의사가 환자의 임상 데

이터를 분석하여 의료분야의 문지식을 토 로 진

단  치료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된다. 임

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비정상 인 결과에 해 경

고를 하는 알림시스템, 실제 진료에 있어서 환자의 

이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

록 구축된 진단시스템, 어떤 일정에 해 의사가 잊

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상기시켜주는 신호시스템 

등이 있다[8].

본 논문에서 개발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치

과 교정학 분야에서 사용하기 해 개발된 시스템으

로서,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  치료

에 한 의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진단시스템으

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3 참조).

(1) 검색기능 : 환자를 검색하는 기능으로서 환자의 

기본 정보인 환자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병원 

는 교정과 차트번호로 검색가능하고, 이미 

CDSS를 사용하여 진단과 처방이 내려진 환자에 

해서 진단명과 처방명으로 검색 할 수 있다. 

한 “10세∼15세”와 같이 연령별로 환자를 검색

할 수 있으며 날짜별로도 검색가능하다. 뿐만 아

니라 “10세∼15세 사이의 3  치부 개방교합

(진단명)”과 같이 모든 검색 항목들은 연결해서 

검색 할 수 있다.

(2) 환자리스트 Display 기능 :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환자 이름으로 표 되며 그 하 에는 

진찰받은 날짜별로 Method 1 일과 진단  처

방에 한 History 일이 있다.

(3) 환자정보 Display 기능 : 진단  처방을 하기

해 환자리스트에서 선택된 환자의 기본 정보  

주소(cc: chief complain)를 보여 다. 주소를 보

여 으로써 의사가 진단과 처방에 한 의사결정

을 할 때 환자의 치료 목 에 을 맞추어 결

정할 수 있다.

(4) 분석방법 Display 기능 :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분

석하기 한 분석기법을 나타낸다. Cephalometric 

analysis [9,10]는 치과 교정학 분야에서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가장 기본 인 분석 

기법이고, 이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분석 기법들

이 있으며 향후 추가 할 정이다.

(5) 진단  치료 의사결정지원기능 : 환자의 임상

데이터에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용하여, 환자의 

어떤 계측치가 한국인 표  계측치와 얼마만큼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7단계의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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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DSS의 use case diagram과 Screenshot

으로 표 한다(표3 참조). 각 계측항목에 한 분

석결과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방법을 추천해 

다. 의사는 계측항목의 분석결과와 추천된 진단 

 치료방법의 타당성을 단하여 진단과 치료방

법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된 진단과 치료방법은 

History 일에 장되어 최종 Report 형식으로 

장  출력이 가능하다.

지 까지는 치과 교정학 분야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

기 해서는 약 53개의 계측항목들의 계측치를 분석

하고 련된 계측항목들을 찾아서 비교하여 그 결과

를 토 로 의사의 임상 경험과 지식에 따라 진단을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상의사결정지

원시스템은 형식개념분석기법을 기반으로 53개의 계

측치 분석  련 있는 계측항목들을 자동 으로 

분류해주고, 그 분석 결과를 토 로 진단과 치료방

법을 추천해 다. 

CDSS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을 일 수 있으며, 잘못된 단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를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재 진단하고자 하는 환자와 가장 유사한 환자

를 검색 할 수 있으며, 유사한 환자의 계측치 비교 

 진단, 치료방법, 치료결과 등을 비교하여 좀 더 

정확한 진단과 효율 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한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

식개념분석기법을 기반으로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자

동 으로 분석하여 환자진료 시 보다 수월하게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CDSS)을 개발하 다. CDSS를 사용함으로

서, 환자 임상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일 수 있으며, 유사한 환자를 비교하여 정

확한 진단과 효율 인 처방을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CDSS는 OO 학병원 치과 교정학 분

야에서 활용할 정이며, 재는 Cephalometric 

analysis기법만을 사용하여 임상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측면으로 환자 임상데이터

를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여

러 종류의 치의학분야의 임상자료 분석기법들을 추

가 할 정이다.

형식개념분석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향후 연구과제

로서는, 치과 교정학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분

야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제반연구와 량의 임상데이터를 좀 

더 의미 으로 분석하기 한 Scaling 기법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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